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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서문   

수평과 수직, 사각형으로 보는 종교적 사유
서자현의 보는 것 

백지연 독립 큐레이터

‘본다’는 것의 의미

인간이 ‘본다’는 것, ‘의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번 전시의 제목이자 서자현 작가가 지속해서 고민해 온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은 개인과 사회, 정치, 과학, 종교적 상호 작용에 배경을 두고 있다. 본다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이
해한다면, 망막으로 들어온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고, 그것을 뇌에 전달하는 형체를 알아보는 일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
를 봤을 때 뇌에 전해지는 나무는 일종의 전기적 신호다. 그렇다면, 뇌에 전해진 전기적 신호가 어떻게 나무라는 실체로 ‘의식’할 
수 있을까? 물리적인 뇌에 물리적이지 않은 ‘의식’이 작동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본다’는 의
미가 사람 개개인의 ‘의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음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또한, 사회 정치적으로는 내가 무언가를 보
는 것도 그리고 무언가를 보게 해준 것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지식과 욕망, 권력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보는 것’을 업데이트해 주변인들과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예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본다’는 것이 결
코 개인적일 수 없는 시대에 작가의 ‘보는 것’에 대한 사유는 감상자들에게 삶의 또 다른 이해를 제시해 줄 거라 여겨진다. 

이번 전시는 서자현의 ‘보는 것’에 대한 종교적 성찰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어 펼쳐진다. 믿음, 소망, 사랑, 천지창조라는 소주제 아
래 예술가와 신앙인이라는 두 정체성 사이에서의 솔직한 고백과 더불어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한자리에 선보이게 된다.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연작은 2016년 뉴욕의 NARS(The New York Art Residency and Studios) 레지던시에 참여하면서 시
작됐지만, ‘보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각도로 하게 된 건 2004년도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부터다. 미디어에서 접했던 아프리카와 
직접 마주한 실재가 다른 데서 온 충격은, '보는 것’에 대한 미디어의 필터에 대해 깊이 사고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작가는 그곳에서 촬영한 사진을 원본으로 이미지 프로세싱(image processing)을 통해 여러 방향의 의도가 담긴 또 다른 
원본이자 사본을 만든다. 이 작품들은 이후 발표하게 되는<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2016~) 연작의 출발점이 되었다. 

수평선과 수직선이 향해가는 믿음, 소망, 사랑 

서자현의 작업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수평선과 수직선은 원본과 원본에서 파생된 여러 작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평선과 
수직선이 교차하면 십자형이 된다. 이는 원시미술에서부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우주와 종교, 인간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존재
해 왔으며, 심리적 치유와 종교적 구원을 암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십자가나, 고대 미술과 공예품에서 볼 수 있는 격
자무늬 도자기, 옷감과 바구니 등의 날실과 씨실 구조 등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현대미술에 이르러서는 기하학적 추상과 미니멀
리즘에 등장하는 그리드(grid: 격자)에서 볼 수 있다.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2016~) 연작의 원형 작업이 되는 캔버스 작품을 
살펴보면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얇은 종이테이프)와 아크릴 물감이 수직과 수평으로 붙여지고 그려져 있는 중첩된 구조
를 볼 수 있다. 작가는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사각의 공간에 물감을 바르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또다시 물감을 
덧바르는 행위를 반복하며 입체적인 사각의 작업을 원본으로 삼는다. 그리고 원본이 된 작품을 촬영하여 디지털 작업을 거침으
로써 수십장의 변형된 작품이 탄생한다. 원형의 캔버스 작품과 디지털로 파생된 여러 작품은 어느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 작품인
지 알 수 없는 형태로 전시장의 벽면에 걸리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전시장 공간을 아우르는 검은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연결이 되
는데, 이는 작품이 벽면에 걸린 후 작가의 개입이 장소 특정적 설치 작업으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작가는 검은색의 마스킹 테이프
를 이용해 작품들을 둘러싼 수평선과 수직선을 벽과 바닥, 천장에 구성해 나간다. 평면과 입체 작업의 프레임 속에 존재했던 수평
선과 수직선은 프레임 밖을 벗어나 확장된 공간으로 뻗어 나가며 다른 작품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대한 하나의 설치 작업으



5

로 선보이게 된다. 그리고 수평과 수직이 만나 직각으로 만나는 영구적이고 균형적인 선은 작가의 종교적 믿음과 소망, 사랑을 향
해가는 정신적 질서를 반영한다. 

수평과 수직의 시공간 사각형, 천지창조

수평과 수직으로 시작한 두 선이 교차하여 십자형이 되고, 십자형은 확장되어 사각의 시공간이 된다. 사각형은 서자현의 작품에
서 생성되는 종착점이자 또 다른 시작점이 되기도 하며, 작가 자신을 대변하는 메타포가 되기도 한다. 사각형이 작품 안으로 들어
오게 된 건, 그의 인생이 사각형 안에서만 이뤄진 것 같은 힘든 시기를 겪게 되면서다. 당시 작가는 내면의 둥근 심장마저 생명이 
다해가는 사각의 심장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어두운 터널을 지난 지금의 그에게 사각형은 깨지지 않는 강한 자아이자, 고요와 휴
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힘든 시기에 작가가 느꼈을 사각형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미로였을 것이다. 서자현의 
최근 작업인 <사각 틀>(2020)은 그가 현재 바라보는 강한 자아로서의 사각형을 입체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은 육면체가 아닌 두 
면이 뚫려있는 사면체의 프레임 형태로 제작되었다. 그의 작업은 많은 수가 정사각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들
은 언제나 개방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평면 작업은 벽과 바닥, 천장에 그어진 검은 테이핑의 선 설치 작업으로 해방된 시공간을 
마주하게 되며, 입체 작업 또한 정육면체가 아닌 직경 1m의 검은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작품들끼리의 열린 구조를 형성했다. 여
기에 퍼포머의 참여가 이뤄진 영상 작업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종교적 고백을 좀 더 입체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서양
의 기하학에서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기도 하는 사각형은 서자현의 <천지창조>(2020) 연작에서 더욱더 세밀하게 구획되어 표현
된다. 미켈란젤로(Michelangelo)의 <천지창조>(1508~1512) 중 가장 잘 알려진 장면인 ‘아담의 창조’ 이미지를 빌려와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이 닿으려는 순간을 사각 틀로 다양하게 변주하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7일 동안의 천지창조 서사를 일곱 폭의 
캔버스에 그려 넣었다. 여기서 서자현은 수평과 수직, 사각형뿐 아니라 원과 삼각의 형태를 처음으로 등장시키는데, 이것은 천지
창조의 내용을 은유함과 동시에 주변의 비가시적인 정신적 요소들에 대한 환유적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전시장의 수많은 수평선과 수직선 그리고 사각형은 ‘보는 것’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심상을 대변해주고 있다. 원본
이 사본이 되고 사본이 원본이 되는 가운데 결국 보는 이의 의식에 따라 종교 또한 다르게 보이고 해석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지금까지 ‘보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질문을 해왔던 서자현은 보이지 않는 것, 본질적이며 쉽게 볼 수 없는 이면에 존재하는 것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물으며 그의 작업의 원형을 환기해 준다. 우리를 둘러싼 사각형이 꽉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텅 빈 것 
같기도 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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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Proposal

Religious Causes of Seeing in Horizontals, Verticals and 
Quadrangles

Seeing by Jahyun Seo

Jiyeon Paik, Independent Curator

The Definition of  ‘Seeing’

What does it mean for humans to ‘see’ and ‘perceive’ something? Artist Jahyun Seo has been contemplating 
what <Seeing and Being Seen> are, which is also the title of the exhibit. Her deep thoughts on the theme is 
based on individual, social, political, scientific and religious interactions. In biological terms, the act of seeing 
refers to the process in which light comes through the retina and is converted into an electrical signal, then 
delivered to the brain for the brain to recognize the shape. For example, when we see a tree, the tree the brain 
recognizes is some type of an electrical signal. Then how does the electrical signal delivered to the brain 
‘be perceived’ as a tree? Having non-physical ‘perception’ working in the physical brain requires more than 
scientific explanation; however, this also means the definition of ‘seeing’ can be interpreted in so many ways 
depending on each individual’s ‘perception’. Moreover, in sociopolitical terms, what I see and what has enabled 
me to see can be connected to knowledge, desire and power within the community we are part of. Social 
media is a good example, as we update and share real-time on social media ‘what we are seeing’ with others. 
In today’s world where ‘to see’ cannot be personal, the artist’s contemplation of ‘seeing’ is expected to offer 
another understanding of life for the audience.

The exhibit unfolds with the artist’s voice of religious thinking on ‘seeing’ at the center. Under the subthemes 
of faith, wish, love and the Creation, the artist candidly expresses her identities as both an artist and a religious 
believer, with her first artwork to the latest one all showcased in one place. The art series <Seeing and Being 
Seen> first took off at the New York Art Residency and Studios Foundation’s residency program; but it was in 
2004 when Seo began to take multi-angular views on ‘seeing’ after visiting Africa. The Africa she knew from 
the media and actual Africa she saw with her own eyes were very different, and the shock that came with 
the realization gave her an opportunity to reflect upon the media’s filters. After coming back from Africa, she 
created a set of originals and copies with multi-directional purposes by performing image processing on the 
original photos she took there. Her works marked the starting point of her future series <Seeing and Being 
Seen> (2016-).

Faith, Wish and Love - Where Horizontal and Vertical Lines are Headed

In Seo’s works, horizontal lines and vertical lines stand out and can be found in the original works as well 
as her sequential works. When a horizontal line and vertical line intersect, they form a cross. Crosses have 
long been used as a symbol of the universe, religions and humans from primitive art to modern art, while 
also implying psychological healing and religious salvation. Crosses can be found in the Christian cross, grid 
pattern pottery often seen in ancient art and crafts, and warp and weft in clothes and baskets. More recently, 
in modern art, crosses can be seen in grids that appear in many geometric abstract art and minimalism. S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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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vas work, which is the original work of the art series <Seeing and Being Seen> (2016-), uses masking tape 
and acrylic paints that are attached to and drawn on one another, intersecting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n 
layers. Seo painted the rectangular and square spaces created in between horizontal and vertical lines, put 
masking tape and painted on top of masking tape to create dimensional rectangles and squares that become 
the original form of her work. She takes pictures and digitally process the original form, giving birth to tens 
of different versions. The original canvas work and its digital byproducts are displayed on the wall, and one 
can’t simply figure out which one comes from which. And they are connected by black horizontal and vertical 
lines that cover the walls of the venue, which is because once the works are hung on the walls, the artist’s 
involvement is projected in the form of location-specific installation works. Seo uses black masking tape to 
place the horizontal and vertical lines that surround her works on the walls, floor and ceiling. The horizontal 
and vertical lines that existed on a flat surface and in the frames of the dimensional works now reach out to 
extended spaces outside of the frames and interact with other works, thereby manifesting themselves as one 
giant installation work. And the permanent, balanced right angle lines formed by horizontals and verticals 
reflect the artist’s psychological order that heads for religious faith, wish and love.

The Creation: The Quadrangular Time-space of Horizontals and Verticals

Two lines - one horizontal and one vertical - intersect to form a cross, and the cross expands to the time-
space of rectangles and squares. These quadrangles serve as both a final stop and starting point created in 
Seo’s works, as well as a metaphor that represents the artist herself. It was during difficult times of her life 
when rectangles and squares came into her works. Back then, she felt her life exists only in rectangles and 
squares, and even her round-shaped heart felt like a rectangular heart losing life. Now out of the dark tunnel, 
rectangles and squares have become her powerful, unbreakable ego and a space of tranquility and rest; but 
at the same time, one can imagine how the shapes have formed a maze impossible to escape during her tough 
times. Seo’s recent work <Rectangular Frame> (2020) expresses the shapes - her powerful ego - she’s seeing in 
dimensions. The work is in a tetrahedral frame with two open sides, rather than a cube. Her works are mostly 
square, but always open. Her flat surface work involves an installation of lines formed with black masking 
tape on the walls, floor and ceiling, which allows the audience to face the open time-space. Her dimensional 
works are made of black frames with diameters of 1m, rather than cubes, to show how the works form open 
structures with one another. Her video work with performers visualizes her religious confession in a more 
dimensional manner. Rectangles and squares that represent the order of the universe in western geometry are 
more finely divided and expressed in her sequential work <The Creation> (2020). Seo borrows the image of ‘The 
Creation of Adam’, the most famous scene of <Genesis> (1508-1512) by Michelangelo, to give variations with 
rectangular and square frames to the moment Adam’s finger is about to touch God’s finger. She also painted 
the seven days of the Creation described in the Bible in seven canvases. Here, Seo introduces circles and 
triangles for the first time along with horizontals, verticals, rectangles and squares. They suggest a metonymic 
expression of the surrounding invisible psychological elements, while metaphorizing the contents of the 
Creation.

Seeing the Invisible

The many horizontal and vertical lines, rectangles and squares represent the artist’s personal and religious 
image of ‘seeing’. Originals become copies, copies become originals: during the process, religion takes different 
forms and gives rise to various interpretations depending on the perception of the person seeing it. Seo, who 
has continuously questioned what it is to ‘see’, ceaselessly asks what it means to see what exists on the other 
side - a side that is both fundamental and difficult-to-see -, thereby awakening the originals of her works. That 
is why the rectangles and squares surrounding us seem filled and all empty at the same time.



8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_0
Seeing and Being Seen_0,  2016, Tapes and acrylic on canvas, 91x116.8cm,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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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Seeing and Being Seen,  2017,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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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ing and Being Seen, 2017, Installation



11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Seeing and Being Seen, 2019,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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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ing and Being Seen, 2019,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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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 시작
Begining of the Gospel , 2019, 3D depth, 102.6×10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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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제자도의 길_1
The perfect Path of Discipleship_1, 2019
Digital C-print, 102×102cm

기다림
The Waiting, 2019
Digital C-print, 102×102cm

온전한 제자도의 길_2
The perfect Path of Discipleship_2, 2019

Digital C-print, 102×102cm

선을 행하라
Do Good, 2019

Digital C-print, 102×10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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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창조_41 
The Creation_41, 2020, Digital C-print, 102×102cm

천지창조_42
The Creation_42, 2020, Digital C-print, 102×10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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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창조_35
The Creation _35, 2020, Digital C-print, 102×102cm,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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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창조_11
The Creation_11, 2020, Digital C-print, 102×102cm,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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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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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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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수훈_7
Sermon on the Mount_7, 2020, Digital C-print, 102×102cm,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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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수훈_5
Sermon on the Mount_5, 2020, Digital C-print, 102×10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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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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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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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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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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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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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2020, 설치 전경, 예술의전당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View, Seoul Arts Center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2020, 설치 전경, 예술의전당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View, Seoul Arts Center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2020, 설치 전경, 예술의전당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View, Seoul Arts Center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2020, 설치 전경, 예술의전당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View, Seoul Arts Center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2020, 설치 전경, 예술의전당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View, Seoul A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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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의 바람
The Wind of Holy Spirit , 2014, Mixed media on canvas, 294×1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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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관계
Two Kinds of relationships, 2020, UV-print on steel, 162×13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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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부활

Resurrection, 2020, UV-print on steel, 162×130.3cm, Part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2020, 설치 전경, 예술의전당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View, Seoul Arts Center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2020, 설치 전경, 예술의전당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View, Seoul Arts Center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2020, 설치 전경, 예술의전당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View, Seoul A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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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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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46사각심장의 사랑_1
The love of cubed heart_1, 2020, Mixed media, 162×13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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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심장의 사랑_2
The love of cubed heart_2, 2020, Mixed media, 162×130.3cm

비움의 사랑
The love of emptiness, 2020, Mixed media, 162×130.3cm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2020, 설치 전경, 예술의전당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View, Seoul Arts Center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2020, 설치 전경, 예술의전당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View, Seoul Arts Center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2020, 설치 전경, 예술의전당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View, Seoul Arts Center



52

천로역정_0
The Pilgrim's Progress_0, 2018, Acrylic on canvas, 64×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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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로역정
The Pilgrim's Progress, 2018, Acrylic on canvas, 130×360cm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2020, 설치 전경, 예술의전당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View, Seoul A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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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창조 첫째 날 
The First Day of Creation, 2020, Mixed media, 116.8×9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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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창조 첫째 날 
The First Day of Creation, 2020, Mixed media, 162×13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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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창조 둘째 날 
The Second Day of Creation, 2020, Mixed media, 116.8×91cm 



59

천지창조 셋째 날 
The Third  Day of Creation, 2020, UV-print on steel, 162×13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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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창조 넷째 날 
The Fourth Day of Creation , 2020, UV-print on steel, 162×130.3cm,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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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창조 다섯째 날 
The Fifth Day of Creation, 2020, Mixed media, 116.8×9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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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창조 일곱째 날 
The Seventh Day of Creation, 2020, Mixed media, 116.8×91cm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2020, 설치 전경, 예술의전당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View, Seoul Arts Center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2020, 설치 전경, 예술의전당
Seeing and Being Seen, 2020, Installation View, Seoul Arts Center





68

작가 약력   

2020   
2019  
2019  
2019  
2019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7
2017
2017
2016 
2015  
2015 

아트미션 2020, 토포하우스갤러리(Topohouse gallery), 서울
와이드오픈 선셋파크 스프링 에디션(Wide Open Sunset Park Spring Edition), 제이엔엠스튜디오 J & M Studio, 뉴욕
한전아트센터( KEPCO ART CENTER), 서울
아트미션2019, 이랜드스페이스(E-Land Space), 서울
the endless love of you that came into the light, 사랑갤러리(Sarang Gallery),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2018, 홍섬아디 아트앤디자인쇼(HFAD art & design Show), 코엑스, 서울
Hope_Remember, 관훈갤러리(Kwanhoon Gallery), 서울
Present, 사랑갤러리(Sarang Gallery), 서울
가을 오픈스튜디오, 제이엔엠스튜디오 (J & M Studio), 뉴욕
Thanks, 사랑갤러리(Sarang Gallery), 서울
6th KCAF(Korea Christian Art Feast) 2018, 사랑의 교회, 서울
봄 오픈스튜디오, 제이엔엠스튜디오(J & M Studio), 뉴욕
“IFA(International Art Festival)”, 2018 IAF Autumn in New York, 뉴욕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케이엔피갤러리(K & P Gallery), 뉴욕
2018 Calendar show, 케이엔피갤러리 (K & P Gallery), 뉴욕
A Stranger Comes to Town, 세줄갤러리(Sejul Gallery),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2017, 홍섬아디 아트앤디자인쇼(HFAD art & design Show), 코엑스, 서울
가을 오픈스튜디오2017, 제이엔엠스튜디오 (J & M Studio), 뉴욕 
Once There Was There Wasn’t, 나스 (NARS), 뉴욕
Quindao Art Fair, Quindao international center, 중국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International Exhibition, 시애틀, 워싱턴

16회 개인전, 예술의 전당, 서울
15회 개인전, Booth solo show( TovePove_art & design), 코엑스, 서울
14회 개인전, 라마마갤러리아(La Mama Galleria), 뉴욕 
13회 개인전, 갤러리 K _‘Love n Relationship’, 서울
12회 개인전, 지구촌갤러리(Global Mission Church), 분당/용인
11회 개인전, 원촌갤러리(Wonchon Church), 서울
10회 개인전, 빛갤러리(Vit Gallery), 서울
9회 개인전 세오갤러리(Seo Gallery)_박사 청구전, 서울
8회 부스 개인전, 예술의 전당, 서울
7회 개인전, 제너바 아트페어(Geneva Art Fair in Switzerland –Korean Pavilion 
6회 개인전, 웨이브 아트페어(Wave Art Fair), 예술의 전당, 서울 
5회 개인전, 스웨덴 비엔날레(Sweden Biennale), Korean Pavilion, 스웨덴
4회 개인전, (Kunststueck Gallery), 독일
3회 개인전, 가나인사아트갤러리 (Ganainsa Art Center)_석사청구전, 서울
2회 개인전, Wave Art Fair Invitational Exhibition (L.A. SUN Gallery), LA
1회 개인전 (INSA Gallery), 서울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박사
홍익대학교 직물디자인 석사
프랑스 파리 네프빌 꽁뜨 고등 예술학교 창작텍스타일학과 졸업

학력

개인전

단체전

2020
2017  
2017  
2014
2014
2013 
2012
2007 
2004 
2004  
2004  
2003 
2003 
2003 
2003 
1997

2009   
2003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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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4
2014
2013
2013
2013
2012
2012
2011
2011
2007
2005
2004
2004
2003
2003
2002
2002
2001
2001
2000
1999
1998
1998
1998
1998
1993
1992-94
1992

2020    The image is a message ( 영문 번역판 출간 예정 )
2020    예술가의 일기장-163페이지, 한국
2016    이미지는 메시지이다, 한국

오마주- 41 동시대 예술가들, 박수근 미술관( Park Soo Keun Museum), 강원도
측은지예-심, 한전아트센터(KEPCO ART CENTER), 서울
Think Love, Far East Broadcasting Corporation Gallery, 서울
길, 선 갤러리(SUN Gallery), 서울
Serving with Small Works of Art and Love, Good Land Gallery of SaRang Community Church, 서울
Gifts Containing Love, Window Gallery of Hangaram Art Museum, 서울
Hong Kong Contemporary Art Show, 홍콩
SOAF 아트페어, 서울
Easter Thanksgiving 2011, Thornhill Church Centre, 영국 
홍익섬유조형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Sense & Feeling, 마가미술관(Museum of Maga), 서울
Good Land, 사랑의교회, 서울
Korea New Wave Exhibition, 인사아트플라자갤러리( Insa Art Plaza Gallery), 서울
로잔느 국제 섬유 비엔날레, 상해
한국타피스트리협회전, 한전아트센터, 서울
L.A Biennale Independent Art, L.A. Sun Gallery, 로스엔젤레스
The Absolute Art, 예가족갤러리(Ye-family Gallery), 서울
Hwa-woo Alumni exhibition,세정센터( Sejong Center), 서울        
미니어쳐 10회 그룹전, 가나아트센터(Gana Art Space), 서울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 청주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extile Art Exhibition, Seoul,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extile Art Exhibition, Seoul,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Artists of Atelier, 운현궁미술관, 서울
98 한국 현대미술 뉴욕 초대전, 뉴욕
The 3rd New York Invitational Exhibition, Cast Iron, 뉴욕
현대미술 초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Simolia, Porte de Versailles 프랑스 파리
Indigo, Parc d’Exposition 프랑스 파리
PRisunic, Musée de Montmartre프랑스 파리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KSBDA(Korea Society of Basic Design and Art) 회원
아트미션 회원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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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2009   
2003 
1994 

2020
2017  
2017  
2014
2014
2013 
2012
2007 
2004 
2004  
2004  
2003 
2003 
2003 
2003 
1997

2020
2019
2019
2019
2019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7
2017
2017
2016
2015
2015
2014
2014
2014

EDUCATION

Ph D. Fiber Art, Hongi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MFA. Fiber Art &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BFA. Textile Design of École Supérieure d'art Neufville Conte, Paris, France 

SOLO EXHIBITIONS

Hangaram Art Museum in Seoul Arts Center, Seoul, South Korea
Booth solo show( TovePove_art & design), Coex, Seoul, South Korea
La Mama Galleria, New York, NY
Gallery K, Seoul, South Korea
Global Mission Church, Bundang, South Korea 
Wonchon Church, Seoul, South Korea 
Vit Gallery, Seoul, South Korea
Hongik University Fine Arts Doctorate Exhibition, Seo Gallery, Seoul, South Korea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Exhibition, Seoul Arts Center, Seoul, South Korea
Geneva Art Fair, Korean Pavilion, Switzerland
Wave Art Fair, Seoul Arts Center, Seoul
Sweden Biennale, Korean Pavilion, Sweden
Kunststueck Gallery, Hamburg, Germany
Ganainsa Art Center, Seoul, South Korea
Wave Art Fair, sungallery, LA 
INSA Gallery, Seoul, Korea

GROUP EXHIBITIONS

Artmission 2020, Topohouse gallery, Seoul, South Korea
Wide Open Sunset Park Spring Edition, J & M Studio, Brooklyn, NY
KEPCO ART CENTER, Seoul, South Korea
Artmission 2019, E-Land Space, Seoul, South Korea  
the endless love of you that came into the light, Sarang Gallery, Seoul, South Korea 
home table deco 2018, HFAD art & design Show, Coex, Seoul, South Korea
Hope_Remember, Kwanhoon Gallery, Seoul, South Korea 
Present, Sarang Gallery, Seoul, South Korea 
Open Studios  Fall, J & M Studio, Brooklyn, NY
Thanks, Sarang Gallery, Seoul, South Korea 
6th KCAF(Korea Christian Art Feast) 2018  Sarang Church, Seoul, South Korea
Open Studios  Spring, J & M Studio, Brooklyn, NY
“IFA(International Art Festival)”, 2018 IAF Autumn in New York, New York, NY
The Pilgrim’s Progress, K & P Gallery, New York, NY
2018 Calendar show, K & P Gallery, New York, NY
A Stranger Comes to Town, Gallery Sejul, Seoul, South Korea
home table deco 2017, HFAD art & design Show, Coex, Seoul, South Korea
Open Studios Fall 2017, J & M Studio, Brooklyn, NY
Once There Was There Wasn’t, NARS, Brooklyn, NY 
Quindao Art Fair, Quindao international center, China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International Exhibition, Seattle, WA
Hommage - 41 Contemporary Artists, Park Soo Keun Museum, Gangwon-Do, South Korea 
Cheuk Eun Ji Ye – Sim, KEPCO Art Center Gallery, Seoul, South Korea 
Think Love, Far East Broadcasting Corporation Gallery, Seoul,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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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3
2013
2012
2012
2011
2011
2007
2005
2004
2004
2003
2003
2002
2002
2001
2001
2000
1999
1998
1998
1998
1998
1993
1992-94
1992

PRESENT

Road, SUN Gallery, Seoul, South Korea 
Serving with Small Works of Art and Love, Good Land Gallery of SaRang Community Church, Seoul, South Korea 
Gifts Containing Love, Window Gallery of Hangaram Art Museum, Seoul, South Korea 
Hong Kong Contemporary Art Show, Hong Kong, Hong Kong 
SOAF Art Fair, Seoul, South Korea 
Easter Thanksgiving 2011, Thornhill Church Centre, United Kingdom 
Hongik Textile Art Exhibition, Hongik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Sense & Feeling, Museum of Maga, Seoul, South Korea 
Good Land, SaRang Community Church, Seoul, Korea
Korea New Wave Exhibition, Insa Art Plaza Gallery, Seoul, South Korea
From Lausanne to Beijing, International Fiber Art Biennale, Shanghai, China  
Korea Tapestry Association Exhibition, KEPCO Plaza Gallery Power Culture Hall, Seoul, South Korea
L.A Biennale Independent Art, L.A. Sun Gallery, L.A. 
The Absolute Art, Ye-family Gallery, Seoul, South Korea 
Hwa-woo Alumni exhibition, Sejong Center, Seoul, South Korea 
Miniature 10th Group Exhibition, Gana Art Space, Seoul, South Korea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Cheongju, South Korea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extile Art Exhibition, Seoul, Hongik Museum of Art, South Korea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extile Art Exhibition, Seoul, Hongik Museum of Art, South Korea
Artists of Atelier, Unhyeongung Art Museum, Seoul, South Korea 
'98 Korean Contemporary Art New York Invitational Exhibition, New York 
The 3rd New York Invitational Exhibition, Cast Iron, New York 
Contemporary Art Invitational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Simolia, Porte de Versailles, Paris, France 
Indigo, Parc d’Exposition, Paris, France 
PRisunic, Musée de Montmartre, Paris, France 

2020   The image is a message ( This book will be published soon. Translated into English )
2020   163page_Artist's diary(Published Korea)
2016   The image is a message ( Published Korea)

Book

A member of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A member of the Korea Society of Basic Design and Art 
A member of Art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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