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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Opera Gallery Seoul is proud to announce a solo exhibition of André Brasilier,
one of France’s most prominent and prestigious artists. We are delighted to
present masterpieces, selected from his seventy-year-long career – artworks
which transport us to an elusive world beyond our corporeality.
André Brasilier is renowned for his depiction of pure and ethereal scenes,
characterised by sophisticated colour, flowing over an intuitive composition
and minimalist backdrop.
Brasilier’s entire life has been invested in the exploration of three predominant
subjects: the dynamic vitality of horses galloping freely in nature; his wife Chantal,
the everlasting muse and constant source of curiosity and inspiration and his passion
for music as a conduit for the imaginative power that takes us to uncharted realms.
With his ephemeral poetic imagery, he masterfully captures the beauty and
fragility of nature, orchestrating a lyrical and meditative dreamlike ambiance,
bestowing a lasting impression upon his audience.
It is a special honour for us to present this important artist, whose achievement
continues to entral, with an exuberance defying his advancing years. Brasilier is an artist
who remains faithful to the things he loves most, the results are joyously infectious.
We cordially invite you to share and experience André Brasilier’s moving,
inextinguishable passion for existence.

Yoonju Kim
Director
Opera Gallery Seoul

Gilles Dyan
Chairman & Founder
Opera Galler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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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오페라 갤러리 서울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거장 앙드레 브라질리에의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개인전은 앙드레 브라질리에의 70년에 걸친 작가 활동에서 엄선된 걸작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우리가 놓친 세계의 이면을 탐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앙드레 브라질리에는 직감적인 구도와 미니멀리즘적 배경 위로 흐르는 깊고 다채로운 색감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특유의 순수하고 탈 현실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작가는 “말 • 샨탈(Chantal) • 음악”이라는 세 가지 소재에 평생을 심취해왔습니다. 이는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말’의 역동”, “마르지 않는 호기심의 근원이자 영원한 뮤즈인 그의 부인 ‘
샨탈(Chantal)’”, “우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초대하는 매개물 ‘음악’의 매혹적인 상상력과 이를 향한
그의 열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작가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한 찰나의 시상(詩想)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연약함을 포착하고,
시적이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몽환적으로 연출하여 관객에게 긴 여운을 선사합니다.

앙드레 브라질리에는 그가 사랑하는 것들에 항상 충실해 왔고, 그의 애정 속에서 탄생한 행복한
작품들은 멈출 수 없는 전염병처럼 우리 속으로 스며듭니다.

미술계에 한 획을 그은 작가이자, 고령이 무색한 젊은 활기로 빛나는 세계적인 작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그의 작품들을 선보이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존재를 찬미하는 앙드레 브라질리에의 감명 깊고 치열한 열정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질 디앙

김윤주

오페라갤러리 그룹

오페라갤러리 서울

회장 & 설립자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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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Without exaggeration, André Brasilier lives
surrounded by art and artworks. Coming
from a family of artists, the painter has
dedicated seventy years to painting and
lives surrounded by it, be that sculptures
or books on masterpieces.

BRUSH
예술

프랑스의 원로화가 앙드레 브라질리에는
예술 그리고 작품에 둘러 쌓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술가
가 족 출 신 인 그 는 70년 을 회 화 작 업 에
헌정하며 조각 혹은 작품에 관한 서적에
둘러 쌓여 살아가고 있다.

“Velázquez said that painting should
be done with large brushes. That’s how
I work. The emotion contained in a
colour is expressed by this generosity,
by expressing without restrains.”
– André Brasilier

브러시

CHANTAL

“벨라스케는 회화가 커다란 붓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제 작업
방식 입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이
관대함에서 표현된 색감에 감정/심정이
담겨 있지요.”

“She is a constant source of
inspiration. She has allowed me to
penetrate the world’s many nuances.”
says Brasilier about his wife and muse
Chantal. We find her allure throughout
his work.

샨탈

“나 에 게 그 녀 는 지 속 적 인 영 감 의 원 천
입니다. 그녀는 내가 다채로운 색채(
뉘 앙 스 ) 를 통 찰 할 수 있 게 해 주 었 어 요 .”
라고 브라질리에는 그의 부인이자
뮤즈인 샨탈에 대해 말 했다. 그의 작품
전 반 에 걸 쳐 그 녀 의 매 력을 발 견 하 게 될
것이다.

8

DANCING

“I was immediately fascinated by
Tango. I don’t dance but I love the
music: the rhythms, the sudden
violence of the bodies. Women
dropping suddenly to their knees.
A dance of such superb contrasts and
violent extremes…exhilarating.”
– André Brasilier

춤

“저는 탱고에 즉각적으로 매료되었어요.
저는 춤을 추지는 않지만 그 음악을
사랑합니다. 탱고의 리듬, 격렬한 몸의
움직임. 갑작스레 주저앉는 여자. 놀라운
대조와 격렬의 극단을 이루는 이 춤은…
황홀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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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통

저는 푸생, 와토, 들라크루와, 마티스,
그리고 루오와 같은 프랑스 화가들을
연구하며 회화를 배웠어요. 간단히
말해 저의 뿌리가 되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프랑스 예술가들은 이
위대한 전통을 따라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 지 요 .”

FRENCH TRADITION

“I learned how to paint studying
French painters: Poussin, Watteau,
Delacroix, Matisse, Rouault. Simply
put, this is where my roots are.” And
the French artist continues to work in
this great tradition.

HORSES
말(馬)

Man’s fascination with horses goes
back to the dawn of time. Horses have
been an object of admiration since men
lived in caves. They are depicted with
spirit and energy in many of Brasilier’s
impressive painting, expressing a
sensation of strength and liberty.

말에 대한 인간의 흥미는 인류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말은 인류가
작은 동굴에서 살기 시작 했을 때부터
감탄의 대상이었다. 브라질리에의
감명적인 작품 안에서 말들은 기백과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를 통해 힘과
자유의 감정을 표현 하였다.

영향력

FIGURE

Just one touch, one stroke, the sketch
of just one shape surfaced to breathe
life into his characters. André Brasilier
believes in the importance of representing
figures for the practice of painters.

인물

한 번의 손 짓, 한 획, 한 가지 형태의
스케치가 표현되며 대상에 생명을 불어
넣 는 다 . 앙 드 레 브 라 질 리에 는 인 물 을
표현하는 중요성이 화가의 업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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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내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만약 제 초기 작품 몇 점을
보고 최근 작업과 비교해 본다면
뚜렷한 구분 선을 찾기는 어려울
거에요. 물론 발전은 보여지겠죠
하지만 불화가 있지는 않아요.
감사하게도 다른 예술가와 그들의
작품들을 접하면서 당연히 더 성장
했어요. 예를 들어 폴록의 작업
스타일은 나와는 매우 동떨어져
있지만 그를 떠올리곤 해요. 그리고
피카소와 루오에 대해서도 생각하죠.
각각 저에게 배움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내 작업을 변형시킨
것은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술과 삶에 대한 사상을 더 풍요롭게
해주었죠, OUI.”라고 브라질리에는
답 했다. “우리 이전에 작업을 했던
영향력 있는 작품을 남긴 거장들에게
제가 매우 감사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우리가 작업을 지속할 수 있게
자극을 주기 때문이에요.”

INFLUENCES

“Being who you really are is the real
difficulty. If you look at my first few
paintings and compare them to what
I’m doing today, you won’t see any
clear-cut break. You’ll see evolution,
sure, but no rupture. Of course, I grew
thanks to my encounters with other
artists and their work. Pollock comes
to mind, for example, even though
he seems light years away from my
style. I also think of Picasso, Rouault.
Each one taught me something. But
that doesn’t mean they transformed
my work. Enriched my own, personal
vision of art and life, oui.” Brasilier
states. “That’s also why I’m so grateful
to the Grand Masters who went before
us and who left us such powerful
works of art; they actually help us to
continu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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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PEIGNE

NATURE

The country house in Loupeigne, as well
as the one in which the artist grew up in
during his childhood, in Ménil-Vicomte,
are places for meditation and reflection.
The artist lives in Paris, but there is a
special place in his heart for the rustling
of tree leaves and rolling meadows.

“As for nature, I’ve always liked
landscapes, pastoral scenes. I remember
my first impressions of rural scenes,
like a oxen pulling a plough...” It is the
backdrop against which Brasilier weaves
many of his lyric representations.
자연

“ 자연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항상 자연의
경치와 전원의 풍경을 좋아했어요. 시골
풍경 본 첫 인상을 생각해보면, 쟁기를
끌고있는 황소 같은 것이었어요… …”

LOUPEIGNE

LOUPE I GNE 에 있 는 시 골 별 장 과
어린 시절 은 보내 며 자 란 곳 인 MENILV I COM TE 는 명상 과 감 상 을 하 는 장 소

이다 . 작가 는 파리 에 살 지 만 그 의 마 음
한 켠 에 는 바스 락 거 리 는 나 뭇 잎 소 리 와
잔디 로 덮여 있 는 초 원 이 자 리 잡 고
있다 .

P OMPADOUR
MUSIC

“Everything is beautiful in music, the
discipline of the orchestra, the harmony of
a quartet.” Indeed, music is a reoccurring
theme in the artist’s work where colours
and melody blend together.
음악

“오 케스 트 라 의 질서 정 연 함 , 사 중 주 의
조화 . 음 악 의 모든 것 은 아 름 다 워 요 ”
실제 로 도 음악 은 작 가 의 작 품 에
계속 해 서 반복 되 는 주 제 로 색 감 과
멜로 디 가 어우 러 져 있 다

André Brasilier spent three years
decorating an ancient chapel in
Pompadour that was inaugurated in 2008.

퐁파두르

앙드레 브라질리에는 2008년에 개장한
고대 예배당인 퐁파두르를 장식하는데
3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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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E

In 1953, aged only 23, Brasilier won
the Premier Grand Prix de Rome of
painting. Like Ingres and Fragonard
before him, the young painter
studied at Villa Medici and travelled
extensively in Europe.
로마

1953년 에 브 라 질 리 에 는 P RE MIE R
GRAN D P RIX D E RO ME 회 화 부 분 에 서
오 직 23세 의 나 이 에 수 상 을 받 았 다 .
그 이전의 앵그르와 프라고나르 처럼,
이 신진/젊은 화가는 메디치 빌라에서
연수/공부하고 유럽에서 견문을
익혔다.

영성

앙 드 레 브 라질 리 에 는 헌 신 적 인 기 독 교 인 이 다 . 그 의
믿 음 에 서 비롯 된 평 온 과 고 요 함 은 그 의 작 업 에 투 영
되어 진다.

SP IRITUALITY

André Brasilier is a devoted Christian.
The peace and serenity his faith inspire
in him transpire through the works he cre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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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Robe bayadère, 2018
Oil on canvas
130 x 97 cm | 51.2 x 38.2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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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tal aux tulipes, 1972
Oil on canvas
61 x 46 cm | 24 x 18.1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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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din devant la mer, 1993
Oil on canvas
190 x 142 cm | 74.8 x 55.9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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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regardant la mer, 2017
Oil on canvas
146 x 89 cm | 57.5 x 35 in

Vision, 1985
Oil on canvas
114 x 146 cm | 44.9 x 57.5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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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que à Menton, 2018
Oil on canvas
60 x 92 cm | 23.6 x 36.2 in

next pages

Récital aux Invalides, 2018
Oil on canvas
38 x 61 cm | 15 x 24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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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aliers au ciel rose, 2018
Oil on canvas
38 x 55 cm | 15 x 21.7 in

Neige d’automne, 2018
Oil on canvas
73 x 50 cm | 28.7 x 19.7 in

32

Entraînement en automne, 2018
Oil on canvas
73 x 100 cm | 28.7 x 39.4 in

Au fil de l’eau, 2018
Oil on canvas
73 x 100 cm | 28.7 x 39.4 in

Courses en nocturne, 2016
Oil on canvas
97 x 130 cm | 38.2 x 51.2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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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cennes sous la neige, 2018
Oil on canvas
73 x 116 cm | 28.7 x 45.7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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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in d’hiver, 2017

Harmonie du soir, 2018

Oil on canvas
114 x 146 cm | 44.9 x 57.5 in

Oil on canvas
55 x 33 cm | 21.7 x 13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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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Vagues de la mer en Irlande, 1977
Oil on canvas
81 x 60 cm | 31.9 x 23.6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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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lye équestre , 2002
Oil on canvas
116 x 73 cm | 45.7 x 28.7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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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aliers de Loupeigne, 2016
Oil on canvas
195 x 114 cm | 76.8 x 44.9 in

49

Plage du nord, 2018
Oil on canvas
65 x 50 cm | 25.6x 19.7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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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e fantasia marocaine, 2018
Oil on canvas
50 x 73 cm | 19.7 x 28.7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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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ne de feu, 2018
Oil on canvas
46 x 61 cm | 18.1 x 24 in

Le Bouquet d’avoine, 1958
Oil on canvas
81 x 100 cm | 31.9 x 39.4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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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grand tilleul à Loupeigne, 2017
Oil on canvas
114 x 146 cm | 44.9 x 57.5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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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é Brasilier (b. 1929)
André Brasilier was born into an artistic family in Saumur, France, in 1929.
Possessing a natural inclination for painting at an early age, he went to Paris to
study at the École des Beaux-Arts when he was twenty years old. In 1952, Brasilier
received a grant from the Florence Blumenthal Foundation. The following year,
when he was only 23, Brasilier won the Premier Grand Prix de Rome which
entitled him to study at the Académie de France in Rome. He lived at the Villa
Medici from 1954 to 1957. He also received the Prix Charles-Morellet at the
Salon de la Jeune Peinture in 1961 and the Prix de Villeneuve-sur-Lot in 1962.
While Brasilier’s works reflect the influences of Expressionist artists and Japanese
prints, he has retained a personal style of schematised nature and imagery that
makes him a singularity in the contemporary zeitgeist. His subdued paintings often
feature themes and motifs of horses, nature, music and women, provocative in
their timelessness and emotional subjectivity. One of Brasilier’s main subjects
included his wife, the muse he has loved his entire life and that he depicts as his
constant source of inspiration.
Another reoccurring subject of Brasilier is the horse, which he has admired and
loved since he was a little boy. Set against the most simplistic and romantic
backgrounds, the artist effortlessly transports us into surreal landscapes, lightening
the soul with dreamy infusions of figures set in modest hues, shape and form.
In an intimate communion with nature, Brasilier draws his inspiration from its
language, sounds and colours, reminding us of a natural beauty untainted by
daily trivialities and events. Brasilier’s paintings depict a peaceful, comfortable
and carefree world, in a very simple, stylish manner, with delicate harmonies
bathed in accommodating sunlight.
Brasilier had his first retrospective of one hundred artworks from 1950-1980 at
the Château de Chenonceau, France, in 1980 and a retrospective exhibition at
the Musée Picasso-Château Grimaldi in Antibes, the French Riviera, in 1988. He
has since been honoured with major retrospectives both at Russia’s renowned
State Hermitage Museum in Saint Petersburg in 2005 and at the Museum Haus
Ludwig für Kunstausstellungen Saarlois in Germany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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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 브라질리에 (b. 1929)
1929 년 프랑스 소뮈르(Saumur, France)의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난 앙드레 브라질리에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미술에 대한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영감을 길러온다. 그가 20세가 되던 해
에꼴데 보자르(École des Beaux-Arts)에서 미술공부를 하기 위해 파리로 건너가게 되면서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걷게 된다. 브라질리에는 1952년에 플로랑스 블뤼망딸 재단 (Florence Blumenthal
Foundation)에서 장학금을 수여 받는다. 23세 밖에 되지 않은 이듬해에는 로마 그랑프리 장학금
(Premier Grand Prix de Rome)을 받아서 로마에 있는 아카데미 드 프랑스(Académie de France
in Rome)에서 공부할 자격을 얻게 된다. 그는 1954년부터 1957년까지 로마의 빌라 메디치(Villa
Medici)에서 살았다. 1961년에는 살롱 들라 존느 뼁뛰르 (Salon de la Jeune Peinture)에서 샤를르
모렐레 (Charles-Morellet) 상을 받았으며, 1962년에는 빌르너브쉬를로 (Villeneuve-sur-Lot) 상을
거머쥔다.
브라질리에의 작품은 표현주의 예술가와 일본 판화에서 받은 영향을 반영하는 반면, 그는 현대
시대 예술가들의 변칙적인 성격을 지닌 도식화된 자연과 그 이미지를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해왔다. 그의 작품은 주로 말(馬), 자연, 음악, 그리고 여성의 주제와 모티브를 특징으로 하며,
관람객들로 하여금 시대를 초월하게 하고 그들의 정서적인 주관성을 자극한다. 브라질리에가 주로
그리는 대상 중 하나인 그의 부인은 그가 평생을 사랑해 온 뮤즈이자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묘사된다.
그의 그림에 있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반복적인 대상은 그가 어린시절부터 각별한 애정을 느껴
왔던 말(馬)이다. 그의 작품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낭만적인 배경으로, 색감, 모양,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듯한 적절한 색조로 이루어진 형상이 꿈결같이 조합되어 영혼을 환하게 비추는
초현실적인 경관으로 최면을 걸 듯 우리를 안내한다. 자연과 깊은 교감 속에서 브라질리에는 언어,
소리, 색깔에서 영감을 얻어 일상적 사소한 일이나 사건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자연미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브라질리에의 작품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방식을 띠며 햇빛을 받아
섬세한 조화를 이룬 평화롭고 편안한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
브라질리에는 1980년에 쉬농소 성(Château de Chenonceau)에서 1950년부터 1980년까지 그가
그린 100가지 작품에 대한 회고전을 처음 열었다. 또한, 1988년 프랑스 남부 리비에라 앙티브
(Antibes, Riviera)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그리말디 성(Musée Picasso-Château Grimaldi in
Antibes)에서도 회고전을 가졌다. 그 이후로 2005년 러시아 생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쥬 미술관
(Hermitage Museum in Saint Petersburg)의 대규모 회고전을 연 데 이어, 2007년에 독일의
자를루이의 미술관(Haus Ludwig für Kunstausstellungen Saarlouis)에서 중대한 두 번의
회고전을 여는 영광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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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ology
1929
1949
1952
1953
1954
1957
1959
1960
1962
1963
1964
1969

1971
1972
1974
1976
1979
1980
1983
1985

1987
1988

Born in Saumur, in Anjou, France
École Nationale des Beaux-Arts, Paris, France
Wins the Florence Blumenthal Prize
Wins Premier Grand Prix de Rome of Painting Award
Stay at Villa Medici, Rome, Italy
Travels around the world
First lithography in Mourlot’s workshop, advised by Jacques Sorlier
First exhibition in Paris, on the theme of music, Galerie Drouet, Paris, France
First exhibition at the Galerie Weil, Paris, France
Wins Villeneuve-sur-Lot Award
David B. Findlay Galleries, New York, USA
David B. Findlay Galleries, New York, USA
Galerie Weil, Paris, France
First exhibition at Galerie de Paris, Paris, France
First exhibition at Yoshii Gallery, Tokyo, Japan
Centre Gildas Fardel, Nantes Museum, Nantes, France
Arte Gallery, Caracas, Venezuela
David B. Findlay Galleries, New York, USA
Galerie de Paris, Paris, France
Exhibition of lithographs and tapestries, Galerie Vision Nouvelle, Paris, France
Yoshii Gallery, Tokyo, Japan
Galerie de Paris, Paris, France
Galerie Matignon, Paris, France
First retrospective (1950-1980), 100 artworks at the Château de
Chenonceau, Chenonceau, France
Exhibition of watercolours, Galerie des Chaudronniers, Geneva, Switzerland
Nichido Gallery, Tokyo, Japan
Exhibition at Hammer Gallery, New York, USA
Decors and costumes for Ciboulette, a Reynaldo Hahn play, staged by
Pierre Jourdan, Montpellier, France
Mosaic work (15 x 3 m), Vence, France
Buschlen Mowatt Galleries, Vancouver, Canada
Retrospective exhibition at the Musée Picasso-Château Grimaldi, Antibes,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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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Receives the Médaille de Vermeil distinction, granted by the Ville de Paris, France
Galerie Hopkins-Thomas, Paris, France
Hommage à André Brasilier, Angers, France
Receives the Chevalet d’or dinstinction
Nichido Gallery, Tokyo, Japan
Publication of Harmonies, an album of 10 lithographs (text by Yann le Pichon) 		
presented at Drouot Montaigne, Paris, France
Publication of the Catalogue raisonné des lithographies, Éditions Callithos
André Brasilier à Bagatelle: retrospective exhibition organised by Didier Jumaux
Partenaires, Mairie de Paris, Paris, France
Château de Sédières, Clergoux, France
Musée des Beaux-Arts, Palais Carnolés, Menton, France
Nichido Gallery, Tokyo, Japan
Ceramics exhibition, Galerie Landrot, Paris, France
Arsenal de Metz, Metz, France
Paintings exhibition, Galerie Bac Saint-Germain, Paris, France
Exhibition of watercolours, Buschlen Mowatt Galleries, Vancouver, Canada
Soufer Gallery, New York, USA
Château de Vascoeuil, Vascoeuil, France
Permanent exhibition, Galerie Bac Saint-Germain, Paris, France
Nichido Gallery, Tokyo, Japan
Exhibition in Verden, Germany
Printemps Ginza, Tokyo, Japan
Exhibition of watercolours, Galerie Nichido, Paris, France
Kunsthaus Bühler Gallery, Stuttgart, Germany
Garden Gallery, Nice, France
Les Salles du Palais Gallery, Geneva, Switzerland
Mitsukoshi department store, Nihonbashi, Tokyo, Japan
Publication of the Catalogue raisonné of paintings 1982-2002, Éditions Acatos
Mainau Castle, Constance Lake, Germany
Galerie Schüller, Munich, Germany
Exhibition of watercolours, Galerie Barès, Paris, France
Retrospective at 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 Petersburg, Russia
Retrospective at Espace des Arts, Paris, France
Retrospective in five cities in Japan, Tokyo, Nagoya, Niigata, Sapporo, Fukuoka
André Brasilier chez La Fontaine, Jean de La Fontaine Museum, Château-Thierry, France
E.J. van Wisselingh & Co, Haarlem, The Netherlands
Museum Haus Ludwig für Kunstausstellungen Saarlouis, March, Saarlouis, Germany
Inaugural ceremony for the Chapel of Saint-Blaise, Pompadour, France
Etchings-Illustrated books, Bibliothèque Louis Nucéra, Nice, France
Travelling exhibition in Japan: Tokyo, Sendai, Nagoya, Fuku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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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Gallery Artbank, Seoul, Korea
Château de Chenonceau, Chenonceau, France
Moulins Albigeois, Albi, France
Opera Gallery, Hong Kong
Opera Gallery, London, UK
Opera Gallery, Geneva, Switzerland
André Brasilier & Auguste Rodin, Opera Gallery, Singapore
Roaming in Nature, Opera Gallery, Seoul, Korea
André Brasilier & Mauro Corda, Opera Gallery, Dubai, UAE
On Idle Shores, Opera Gallery, Hong Kong
Arabesque, Opera Gallery, Beirut, Lebanon
Opera Gallery, Paris, France
André Brasilier in New York, New York, USA
André Brasilier in London, Opera Gallery, London, UK
Infinite Inspiration, Opera Gallery,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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