
Morpho Luna 달의 저편

복합예술 (연주, 영상)

10. 25. Mon  17:30 - 18:00, 개막식 17:00

문화관 중강당

늘 변하는 달의 저편에서 나비가 팔랑이듯, 텍스트가 

음악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허물을 벗어간다.

봉준수 교수, 박제성 교수, 박종화 교수

시낭송회
시낭송회

10. 27. Wed  19:00
예술주간 유튜브 최초공개, 인스타그램 업로드

한국어, 불어, 노어, 독어, 영어, 이태리어의 6개 

언어로 구성한 시낭송회.

이민주, 김호원, 김무겸 외 7명

포즈서칭
설치

10. 25. Mon - 10. 29. Fri

농업생명과학대학 200동 로비

일상 속 행위의 포즈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로 

사용되는지 살펴보고, 관련 시각조형물을 제시한다.

조소과 김영미

동행
회화

10. 25. Mon - 10. 29. Fri

농업생명과학대학 200동 로비

사람은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것이 사람일 때도 있고 자연일 때도 

있다. 사람은 성장을 거듭하며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동양화과 이승은

이끼 리듬
설치

10. 25. Mon - 10. 29. Fri

미술대학 49동 앞 석조계단

조용한 돌에 이끼 옮기기.

디자인학부 손효연

Move
회화

10. 25. Mon - 10. 29. Fri

미술대학 50동 2층

동양화의 전통에 기반을 둔 두 사람은, 움직임에 

대한 다른 생각과 태도로 이미지를 생산한다. 행위와 

이미지에 대한 각기 다른 작업을 함께 제시하여 평면 

회화에서 행위의 의미를 고찰하게 한다. 

드림종합사무기기 — 동양화과 김기홍, 천하영

발화
회화

10. 25. Mon - 10. 29. Fri

미술대학 50동 2층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순간을 포착한다. 젊은 세대의 고통은, 미래로 가는 

현재에 존재하기에 발생한다. 기존의 질서가 바뀌고 

있음을 명확히 직시하고,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주체세대가 되기를 기원한다.

동양화과 이인승

숨, ‘사랑 숨’ 
회화

10. 25. Mon - 10. 29. Fri

미술대학 50동 2층

순간을 영원처럼 번져 나가는 삶의 결, 소통의 사유가 

품은 단 하나의 숨결. 자연의 빛과 바람, 그 속의 나와 

당신, 푸른 온기 내 하얀 우리, 사랑으로 숨. ‘사랑 숨’.

동양화과 조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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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공연 Opening PerformanceA

문학 LiteratureB

Korean Tiger Series
회화

10. 25. Mon - 10. 29. Fri

미술대학 50동 2층

산이 많아 호랑이의 최고의 서식지였던 우리나라는, 
단군신화를 비롯한 무수한 호랑이 이야기가 

전해내려 온다. 그렇지만 그들의 서식지가 인간의 

이기심과 잔인함으로 물들면서 호랑이는 멸종되었다. 
예부터 우리나라의 벽사와 수호의 의미로 쓰인 

호랑이를 현대문명과 더불어 매, 까치, 토끼와 함께 

재탄생 시켜보았다.

디자인학부 노정연

새들의 여행
회화

10. 25. Mon - 10. 29. Fri

미술대학 50동 2층

높이 날고 멀리 보는 새들의 여행.

동양화과 정다은

사람들 받아라, 기운!
설치

10. 25. Mon - 10. 29. Fri

미술대학 50동, 51동 건물 내외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운이 빠져 보이는 듯한 학교 

곳곳에 ‘공간 맞춤 제작 부적’을 붙여 힘이 솟는 

기운을 불러모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한다.

서양화과 최정안

Perfect Weather
설치

10. 25. Mon - 10. 29. Fri

미술대학 51동 1층

개인적으로 수집한 사진 안에서 발견되는 색의 

기능을 알아보고, 그것이 다른 재료들과 결합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심상을 연구한다.

조소과 권민철

시간 #3
설치

10. 25. Mon - 10. 29. Fri

미술대학 51동 1층

재귀적 촬영 – 영사 장치에 컴퓨터 메모리에 해당하는 

시간 지연을 부가해 기억과 영상과 시간의 관계 

구조를 장치화하여 관객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한다.

임의 존재 — 자유전공학부 김택민, 컴퓨터공학부 조민기,  
디자인학부 이호정

두 여자
설치

10. 25. Mon - 10. 29. Fri

미술대학 51동 1층

다채로운 두 여자의 관계들을 수집하고 보여준다.

조소과 최가은

Blind Summit
회화

10. 25. Mon - 10. 29. Fri

생활과학대학 222동 1층 현기순홀

졸업과 수료를 앞두고 막막한 시점에서 블라인드 

서밋 (언덕 맨 꼭대기에 가면 그 너머의 길이 안 

보이는 현상) 위에 서있는 3인이 모여 전시를 

준비했다. 롤러코스터 탈 때 낙하하기 직전과 같은 

상태 즉 가장 심장이 쿵쾅거리고 불안한 시기인 지금 

전시를 통해 그 동안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Blind Summit — 동양화과 김지민, 김휘원, 이계진

공포 恐怖 3 : 정평점 精評店

설치

10. 25. Mon - 10. 29. Fri

인문대학 2동과 3동 사이 공간

누군가의 뼈와 살을 깎아내는 고통과 그 결과물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등급이 매겨지고 

전시된다. 환상적인 맛(美味)이 되거나 또는 누린내 

나는 잡덩어리일 뿐이거나. 과정이나 고통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계속해서 먹으면서 평가하고 또 

먹히면서 평가받는다.

동양화과 홍해인

원
설치

10. 25. Mon - 10. 29. Fri

인문대학 신양인문학술정보관 앞

가시화된 개별적인 염원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관계를 낳고, 관계 속에서 탄생한 염원의 

매개체집합은 마치 생명체처럼 다가온다.

디자인학부 이호정

행복을 부르는 말의 초상
회화

10. 25. Mon - 10. 29. Fri

자하연 농협 자하옆미술관

행복을 부르는 말이 있다. 잔잔하던 마음에 살포시 

내려앉은 한 마디, 커다란 파동이 인다. 언젠가 내가 

잊더라도 끝없이 퍼져간다. 그것이 말 한마디의 힘.

동양화과 오해인

Nothing Happened.
설치

10. 25. Mon - 10. 29. Fri

자하연과 74동 사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면 아닌 것이 

됩니다.

동양화과 김영현

스침의 순간들
설치

10. 25. Mon - 10. 29. Fri

중앙도서관 관정관 1층 출입구

사람들은 수없이 서로를 스쳐 지난다. 매일 반복되며 

흘러가는 일상을 함께 살아내지만, 정서적으로 

단절된 이들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담는다.

디자인학부 진향기

하늘정원
회화

10. 25. Mon - 10. 29. Fri

중앙도서관 관정관 2층

어떤 일을 바라거나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순간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망각하기도 하며 지우기도 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우리의 소망이 길을 잃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작업을 진행한다.

동양화과 서예지

허황된 고급스러움
설치

10. 25. Mon - 10. 29. Fri

중앙도서관 관정관 3층

고급스러움이란 무엇인가. 어떤 요소가 대상을 

상급화 하는가. 고급스럽지 않은 노상 점포 의자와 

테이블로 만드는 고급스러운 인상.

바나나 BANANA — 디자인학부 구승연, 유서연

장자, 기대어 노닐다
회화

9. 1. Wed - 10. 30. Sat

중앙도서관 관정관 관정갤러리

장자의 예술철학을 회화적으로 확장한 작품의 

전시를 통하여 도서관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고, 
예술작품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킨다.  더불어 학업과 

도시생활 속 정서 환기에 기여하고, 코로나로 인한 

시대적 비대면 환경에서 개인의 심미적 경험 확대와 

사회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동양화과 박혜신, 유한이

Motte
설치

10. 25. Mon - 10. 29. Fri

중앙도서관 관정관 옥상정원

Motte는 강솔, 송민지 두 명으로 이루어진 아티스트 

듀오 그룹이다. 드로잉과 판화, 설치까지 폭넓은 

장르를 아우르며 정신적 난민과 그 삶에 대한 

가능성과 사유를 상상력을 통해 탐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모뜨 Motte — 서양화과 송민지, 강솔

캠퍼스의 봄
설치

10. 25. Mon - 10. 29. Fri

중앙도서관 본관 외부 게시판 및 기둥

캠퍼스 내에서 찍은 꽃 사진들에서 꽃잎을 

그래픽스로 처리하여 꽃잎마다 특유의 특징을 

부각하여 포스터 형식으로 표현. 한 송이 한 송이 

꽃을 표현해 캠퍼스의 봄을 기록해 보았다.

디자인학부 설동량

비정형
회화

10. 25. Mon - 10. 29. Fri

의과대학 융합관 2층 패컬티라운지

파도의 움직임이라는 정형성과 형태의 다름에서 

오는 비정형성은 우리 삶의 일상과 비슷한 면을 

갖는다. 물결로 가득 찬 화면은 삶의 단편들을 

떠올리게 한다.

동양화과 박수현

연두색 기억
회화

10. 25. Mon - 10. 29. Fri

치의학대학원 본관 2층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인 제주도의 숲에서 

형태와 색을 빌려왔다. 시각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주는 녹색을 매개로 보는 이에게 편안함을 전달한다.

동양화과 강은지

Ordinary Square
회화

10. 25. Mon - 10. 29. Fri

치의학대학원 본관 2층

종이보다 스크린이 익숙해진 현재,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물리적 공간과 형이상학적 공간의 집합체와 

감정의 상관관계를 시각화 해본다.

동양화과 정서원

관 觀 – 하상 遐想

회화

10. 25. Mon - 10. 29. Fri

치의학대학원 본관 2층

산수의 전통적인 도식화(圖式化)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모순적 감정을 해소하고 현대적 감각과 

조형성을 이용해 새로운 양식의 산수를 만들어 낸다.

동양화과 청이인

화요음악회
연주

10. 19. Tue  17:00 - 18:00
문화관 대강당

이날치 초청 ‘다 함께 놀자 SNU’

이날치

음악대학 작은음악회
실내악

10. 25. Mon  15:00 - 16:00
문화관 중강당 

음악대학 학생들이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회.

이나윤, 조우영, 원애린 외 11명

음악 × 영상 프로젝트
음악과 문학 그리고 영상의 만남

10. 25. Mon  18:00
예술주간 유튜브 최초공개, 인스타그램 업로드

윤동주 시인 작품에 연주가 더해진 영상과 강석희 

작곡가의 작품에 영상을 결합한 프로젝트.

배채은, 유제빈, 차영은, 김가은 외

낙엽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행내운과 소토 보체

시와 음악의 만남

10. 26. Tue  17:00
예술주간 유튜브 최초공개

시낭송과 함께하는 음악회.

천민재, 도연수, 윤지수 외 인문대학과 음악대학 학생 14명

아시아 뮤직 콘서트 
아시아 음악

10. 26. Tue  18:00
예술주간 유튜브 최초공개, 인스타그램 업로드

음악대학과 해외교류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영상 프로젝트.

탐 제브뎃, 이선화, 임혜정, 라이언 블라우벨트, 이찬우, 
김수민, 키티판, 문숙, 김예지나, 김종록, 한승은, 양인성, 
김혜인 외

SNU 실내악 음악회
실내악

10. 27. Wed  15:00
예술주간 유튜브 최초공개, 인스타그램 업로드

음악대학 학생들의 클래식 및 전통음악 연주회.

유은서, 김세진, 김신애, 이유진, 홍지수, 한지수, 김은영, 
고수정, 현악4중주 외

관악학생생활관 작은음악회
실내악

10. 27. Wed  18:00
관악사 유튜브 채널 최초공개,  
예술주간 인스타그램 업로드

관악사에 위치한 사랑채와 야외 등지에서 촬영한  

제44회 관악사 작은음악회.

최나영, 인류학과 김태운, 한승은, 양인성, 김민주, 이지예, 
진다온, 콰르텟 ONDA 백서빈, 이지민, 신상민, 임가은 외

연건캠퍼스 연주회
실내악

10. 28. Thu  15:00
예술주간 유튜브 최초공개, 인스타그램 업로드

연건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음악대학 학생들의 

실내악 음악회.

음악대학 공연현장실습 수강생 외

현대음악 워크숍
현대음악

10. 28. Thu  16:00
예술주간 유튜브 최초공개, 인스타그램 업로드

새롭게 창작된 음악들과 다시 재해석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워크숍 형식의 연주회.

도날드 리드 워맥, 음악대학 국악작곡가특강 수강생

Cine Music Festival Concert 
필름 상영 및 연주

10. 28. Thu  19:00
예술주간 유튜브 최초공개, 인스타그램 업로드

이지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영화 및 웹드라마 음악 

작품 연주회.

이치원, 신승민, 권예은, 박주현 외 7명

오후에 만나는 러시안 챔버 뮤직
실내악

10. 29. Fri  15:00 - 16:00
문화관 중강당 

음악대학 학생들의 Russian 작곡가 작품의 실내악 

음악회.

최지원, 박연동, 황유선 외 7명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실내악

10. 29. Fri  17:00
예술주간 유튜브 최초공개, 인스타그램 업로드

관정도서관 주변에서 열리는 실내악 음악회.

이진, 한승희, 홍수경, 김정민 외 

Borderless Concert
교류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

10. 29. Fri  18:00
예술주간 유튜브 최초공개

해외교류학교 학생들과 함께 각자의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연주회와 교류 프레젠테이션.

니키 후아니테, 김상욱, 파타폰 프레차논, 조형주, 조지현 외

피네 앙상블
노래와 연주

10. 25. Mon  12:00 - 12:15
문화관 중강당

‘꽃이 피다’에서 ‘피네’ ‘마무리’를 의미하는 ‘피네’의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다. 꽃이 피어나는 시작부터 그 

마무리까지의 시간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피네 앙상블’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성악에 이은샘, 바이올린에 

최성민, 첼로에 정효비, 피아노에 원애린이 연주하고, 
작곡과 박준혁이 편곡을 맡았다. 여름의 끝자락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사랑하며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을 프로그램에 담았다. 음악을 통해 다양한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길 바란다.

성악과 이은샘 외 4명

콘트라움
악기 연주

10. 25. Mon  12:30 - 12:45
문화관 중강당

4명의 베이시스트로 이뤄어진 콘트라움! 팀명인 

콘트라움은 ‘큰꿈’이라는 뜻이자 콘트라바쓰와 

트라움, 독일어로 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스 4대의 풍성한 음악으로 관객들의 새로운 

꿈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기악과 유은서 외 4명

글리
노래

10. 25. Mon  13:00 - 13:15
문화관 중강당

밝고 경쾌한 뮤지컬 넘버로 여러분께 무지갯빛 

행복을 선물합니다.

정치외교학부 정수경

Duo Hermoso
악기 연주 (피아노 듀오)

10. 25. Mon  14:15 - 14:30
문화관 중강당

Duo Hermoso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3학년에 재학중이며,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듀오팀이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내고 대학교에서도 3년 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악과 이윤서 외 1명

오롯
악기 연주

10. 25. Mon  16:30 - 16:45
10. 29. Fri     17:00 - 17:15
문화관 중강당

오롯이 오롯하게. 모자람 없이 온전한 음악을 

전하고 싶은 팀, 오롯. 서양음악과 국악의 완벽한 

크로스오버를 기대해도 좋다.

기악과 유은서 외 6명

이승기
노래

10. 26. Tue  13:00 - 13:15
문화관 중강당

지친 일상 속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노래를 준비했다.

지리교육과 이승기

추임새 중앙동아리 연행예술분과

노래 및 반주

10. 26. Tue  14:00 - 14:15
문화관 중강당

서울대학교 중앙동아리 연행예술분과의 판소리 

동아리 추임새입니다! 전통 판소리와 민요뿐만 

아니라 현대의 퓨전국악까지 다양한 경험을 학관 

210호에서 할 수 있다.

국악과 김소원 외 3명

알쿨
노래

10. 26. Tue  15:45 - 16:00
문화관 중강당

다문화적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꾼들.

사다나 외 3명

가오리 歌OhLee

노래

10. 26. Tue  16:30 - 16:45
문화관 중강당

노래를 좋아하는 과 동기 둘이서 노래하는 팀.
오지헌이랑 이효령이 노래(歌)한다고 해서 가오리다.

지구환경과학부 오지헌 외 1명

서울대학교 응원단

퍼포먼스 (응원단 안무)

10. 27. Wed  13:30 - 13:45
10. 28. Thu   13:30 - 13:45
문화관 중강당

서울대인 모두가 하나되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서울대학교 응원단.

의류학과 박정윤 외 20명

정양하
뮤지컬

10. 27. Wed  15:00 - 15:15
문화관 중강당

가을에 어울리는 뮤지컬 넘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노래로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통계학과 정양하

폴라로이드 어쿠스틱 밴드 BAB 소속

어쿠스틱 합주

10. 27. Wed  16:00 - 16:15
문화관 중강당

보컬, 기타, 피아노로 어쿠스틱 합주를 선보이는  

‘폴라로이드’ 팀입니다.

경영학과 박준원 외 3명

단풍연 단과대 풍물패 연합

악기 연주 및 퍼포먼스

10. 28. Thu  12:45 - 13:30
문화관 중강당

‘단풍연’은 ‘단과대 풍물패 연합’의 줄임말로,  
5개의 단과대 풍물패가 연합하여 활동하는 동아리. 
국가무형문화재 ‘임실필봉농악’을 기반으로 풍물 

가락을 배우고 익히며 정기적인 공연을 올린다. 우리 

문화의 멋과 흥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매력적이고 

정이 넘치는 동아리에 관심을 부탁한다. 

화학생물공학부 박홍범 외 11명

SNU JIVE 
연주

10. 28. Thu  16:30 - 17:15
문화관 중강당

자이브 신입, 기존 부원들의 재즈 스탠다드 넘버 

연주와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 가을의 정서에 맞는 

감미로운 재즈!

기악과 김용진 외 9명

울트라 10중주
악기 연주

10. 29. Fri  13:00 - 13:15
문화관 중강당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21학번 김예원, 
조아라, 하서형, 홍세희, 진소윤, 오은수, 전세라, 
박소운, 안석진, 김재이가 펼치는 공연.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알리며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함께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재미있는 곡들로 준비했다. 
다양한 악기로 구성되어있는 보기 드문 10중주 

연주를 기대하시라. 

기악과 김예원 외 9명

SNUPia
악기 연주

10. 29. Fri  14:00 - 14:15
문화관 중강당

‘SNUPia’는 서울대학교 피아노 중앙동아리로 

클래식, 뉴에이지, 재즈, 가요 등 장르를 넘나들며 

피아노 연주를 통해 친목을 다진다.

물리천문학부 박재현 외 9명

Ensemble Indéfini
악기 연주

10. 29. Fri  16:15 - 16:30
문화관 중강당

Ensemble Indéfini는 올해 결성된 2Piano 

8Hands 팀으로 음악대학 작곡과 학생들인 곽도윤, 
송예은, 송예진, 이주영으로 구성되었다. Indéfini는 

프랑스어의 ‘정의되지 않은’이라는 뜻으로, 각자의 

세부 전공부터 음악적 취향까지도 아주 달라서 

하나로 정의되지 아니하기에 붙인 이름이며, 그런 ‘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무한한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작곡과 송예진 외 3명

동아리공연 Club PerformanceE

음악공연 Music PerformanceD

미술전시 Art Exhibition     관악C
미술전시 Art Exhibition     연건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