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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exhibitions and projects with link
SLOW WATER, solo show, galerie Jousse Entreprise_Paris (Fr)
SLOW WATER, solo show, Gallery MendesWoodDM_Brussels (Be)

The Simple Acts of Listening, SFX, West_The Hague (Nl)
Frequencies of Tradition, Kadist Foundation_San Francisco (Us)
Transmeare, Frac Picardie_Amiens (Fr)
SERGE, solo project, Design Parade_Toulon (Fr)
Minimalism-Maximalism-Mechanismmm, Art Sonje Center_Seoul (Kr), Kunsthal Aarhus (Dk)
Histoires d’abstraction Le cauchemar de Greenberg, Fondation Ricard_Paris (Fr)
REVERSO, duo show, Le Mat_Ancenis_Montrelais (Fr)
SLOW WATER, solo show, Incheon Art Platform_Incheon (Kr)

DONG DONG DARI GORI, Korea Artist Prize Winner, MMCA_Seoul (Kr)
The moment of Giyeok, Seoul Arts Center_Seoul (Kr)
Words at an Exhibition, Busan Biennale_Busan (Kr)
Born a woman, Suwon iPark Museum of art_Suwon (Kr)
WE ARE NOT SYMMETRICAL, solo show, La Casa da Cerca_Almada (Pt) 

SOONER’S TWO DAYS BETTER, solo show, La Criée_Rennes (Fr)
CHANTS TOURNÉS, solo project, standard/deluxe_Lausanne (Sw)
MACHRUK, solo show, appartement 22_Rabat (Mo)
Sinmulji Sacred paper, Wooran Foundation_Seoul (Kr) 
DEPATTURE, solo show, La Chapelle Jeanne d’Arc_Thouars (Fr)

DAMASESE, solo show, Gallery Hyundai_Seoul (Kr)
Ikea Art Rug Limited edition
DAMASESE, solo show, galerie Jousse Entreprise_Paris (Fr)
Hermès plaid Limited edition_Paris (Fr)
The Other Face of the Moon, ACC_Gwangju (Kr)
Zigzag Incisions, Crac Alsace_Altkirch (Fr) et Salts_Birsfelden (Sw)
La Maison Cherche Un Amiral À Louer, MNAC_Bucharest (Ro)
SOUPE, solo show, Galerie Ho_Marseille (Fr)

Korea Now !, Musée des Arts Décoratifs_Paris (Fr)
Séoul, vite vite !, Tripostal_Lille (Fr)
N a pris les dés, Galerie Air de Paris_Paris (Fr)
COPROLITHE !, solo show, Mimesis Museum_Paju (Kr)

Burning Down The House, Gwangju Biennale_Gwangju (Kr)
KUL LE ON HO BAK, duo show, Syndicat Potentiel_Strasbourg (Fr)
Anti-Narcisse, CRAC Alsace_Altkirch (Fr)
Les montagnes déplacées, Les Capucins_Embrun (Fr)
La vie des formes, les Abattoirs_Toulouse (Fr)
Ça & là, Fondation d’entreprise Ricard_Paris (Fr)
Intense Proximity La Triennale, Palais de Tokyo_Paris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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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ulgilee.org
seulgi.free.fr/recherche/jousse/seulgi-SLOWWATER-jousse-plan-A4-2.pdf
https://www.jousse-entreprise.com/art-contemporain/en/expositions/seulgi-lee-slow-water-2/
seulgi.free.fr/recherche/mendeswooddm/seulgi-SLOWWATER-2.pdf
https://mendeswooddm.com/en/exhibition/slow-water
http://www.westdenhaag.nl/exhibitions/22_11_SFX_Den_Haag_Seoul_2022
https://kadist.org/program/frequencies-of-tradition/
https://frac-picardie.org/une-saison-avec-ulla-von-brandenburg
https://villanoailles.com/festivals/design-parade-toulon-6e-festival-international-d-architecture-d-interieur
http://artsonje.org/en/i-minimalism-maximalism-mechanissmmm-act-3-act-4/?ckattempt=1
https://kunsthalaarhus.dk/en/Exhibitions/Minimalism-
https://www.fondation-pernod-ricard.com/fr/expo/histoires-dabstraction-le-cauchemar-de-greenberg
https://www.lemat-centredart.com/expositions/reverso
seulgi.free.fr/recherche/INCHEON/seulgi-SLOWWATER-english-2.pdf
https://www.artforum.com/print/reviews/202201/seulgi-lee-87513
http://koreaartistprize.org/en/project/lee-seulgi/?ckattempt=2
http://koreaartistprize.org/en/2020-artists/
https://www.youtube.com/watch?v=VtZGSRQ7Oas
http://www.busanbiennale.org/BBen/index.php?pCode=exhibition0204&mode=view&idx=10952
https://suma.suwon.go.kr/exhi/past_view.do?lang=ko&ge_idx=1153
http://seulgi.free.fr/recherche/seulgi-WEARENOTSYMMETRICAL-2020-03-26.pdf
https://ecco-revue.com/iii/sur-le-motif-en-gros/
https://www.la-criee.org/en/le-plus-tot-cest-deux-jours-mieux/
http://www.standard-deluxe.ch/archive.php?expo=191011_bermuda
http://seulgi.free.fr/recherche/rabat/seulgi-MACHRUK-poster.pdf
http://www.wooranfdn.org/program/sisun_view.jsp?idx=137
http://cac.thouars.fr/seulgi-lee/
seulgi.free.fr/recherche/hyundai/seulgi-DAMASESE-livre.pdf
https://www.galleryhyundai.com/exhibition/view/462
https://www.ikea.lv/en/inspirations/ikea-art-event-2019
https://www.jousse-entreprise.com/art-contemporain/en/expositions/damasese-seulgi-lee/
https://www.hermes.com/us/en/story/130946-institutional-campaign/
http://96.126.110.91/Magazine/WebExclusives/TheOtherFaceOfTheMoon
https://www.cracalsace.com/fr/78_zigzag-incisions
https://www.galerieho.com/archives_expo/Seulgi-Lee
https://madparis.fr/korea-now-craft-design-mode-et-graphisme-en-coree-1206
http://www.lille3000.eu/renaissance-v3/event/seoul-vite-vite
http://www.airdeparis.com/exhibitions/2015/napld/#francais
https://mimesisartmuseum.co.kr/%EC%A7%80%EB%82%9C%EC%A0%84%EC%8B%9CPast/view/29741
https://biennialfoundation.org/2014/06/the-10th-gwangju-biennale-will-bring-together-105-artists-from-36-countries-and-will-include-35-new-commissions-each-selected-for-their-relevance-to-the-theme-of-the-biennale-burning-down-the-house/
http://syndicatpotentiel.free.fr/yacs/articles/view.php/701/07-au-22-mars-2014-kul-le-on-ho-bak-seulgi-lee-matthieu-clainchard
https://www.cracalsace.com/fr/121_anti-narcisse
https://www.zerodeux.fr/specialweb/les-montagnes-deplacees/
https://www.lescapucins.org/expositions/centre-dart/les-montagnes-deplacees
https://www.lesabattoirs.org/Expositions/la-vie-des-formes/
https://www.fondation-pernod-ricard.com/fr/expo/exhibition-ca-la-there
https://www.vogue.fr/lifestyle/soirees/diaporama/vernissage-de-la-triennale-intense-proximity-/8935
https://www.dessinoriginal.com/en/exhibition-catalogues-in-english/4425-triennale-2012-intense-proximity-an-anthology-of-the-near-and-the-far-english-edition-9782854955095.html
https://www.e-flux.com/announcements/35066/intense-proximity-2012-paris/


Expositions (suite)
2018   DAMASESE, exposition personnelle, Gallery Hyundai, Séoul
           Navigator Art on Paper Prize, Chiado8 Fidelidade, Lisbonne (Pt)
           AFFINITé(S), galerie Jousse Entreprise, Paris
           Potentiels Évoqués Visuels, organisée par Elsa Werth, Fonderie Darling, Montreal (Ca)
           MINGEI & FRIENDS Saké Party !, organisée par We Do Not Work Alone, Le Coeur, Paris
           The Power of [Extra] Ordinary, Gallery Korea Crafts & Design Foundation, Séoul   

2017   DAMASESE, exposition personnelle, galerie Jousse Entreprise, Paris 
           The Other Face of the Moon, organisée par Sungwon Kim,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r)
           VOIR UNE POULE PONDRE PORTE CHANCE, organisée par Abraham Poincheval, Palais de Tokyo, Paris 
           Cut & Care, organisée par KVM, Biennale Internationale Design, Saint-Etienne (Fr)
           The Smart Revolution, organisée par Korean Craft & Design Foundation,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Munich (G)
           Zigzag Incisions, organisée par Elfi Turpin et Victor Costales, Crac Alsace, Altkirch (Fr) et Salts, Birsfelden (Sw)
2016   Abu Dhabi Art, avec Park Ryu Sook Gallery (Uae)
           Potentiels Evoqués Visuels, organisée par Elsa Werth, Shanghai (Ch)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avec Kelvin Kyung Kun Park et Yang Jung Uk, Gallery Hyundai, Séoul
           ECHO, exposition personnelle, Prix Sindoh pour l’art contemporain décerné par Massimiliano Gioni, Séoul 
           LES PLANTES SONT DES ANIMAUX ANACHRONIQUES, solo show avec Park Ryu Sook Gallery, Asia Now Paris
           Lapin-Canard, organisée par Lapin-Canard, Galerie TripleV, Paris 
           Potentiels Evoqués Visuels, organisée par Elsa Werth, Florence Loewy, Paris
           La Maison Cherche Un Amiral A Louer, organisée par Marie Bechetoille, MNAC, Bucharest (Ro)
           SOUPE, exposition personnelle, Galerie Ho, Marseille (Fr)
           Monstrare L’Ermite au blazer raisin, Centre d’art La Chapelle Jeanne d’Arc, Thouars
           Close Encounters, Le Praticable, Rennes 

2015   Korea Now !, Musée des Arts Décoratifs de Paris
           Jungle Shoes, organisé par Nayoungim et Gregory Maass pour Kim Kim Gallery, Mosquito Coast Factory, Campbon (Fr)
           Script Inventors, Palais de Seoul, Sejong Arts Buildings, etc. organisée par Corner Art Space, Séoul
           Séoul, vite vite !, organisée par Jean-Max Colard, Tripostal pour Lille3000, Lille (Fr)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Cheongju (Kr)
           LE MAUGE, fontaine monstre moussue, 1% Artistique au lycée public des Mauges, Beaupréau (Fr)
           N a pris les dés, organisée par Arlène Berceliot Courtin, Galerie Air de Paris, Paris
           COPROLITHE !, exposition personnelle organisée par Jiyoon Yang, Mimesis Museum, Paju (Kr)

2014   Burning Down The House, organisée par Jessica Morgan, Gwangju Biennale 10, Gwangju (Kr)
           Reformer Le Monde Visible, organisée par Marlène Rigler, Le 116 Centre d’art contemporain, Montreuil (Fr)
           Le Corps Invisible, Galerie Édouard-Manet Centre d’art, Gennevilliers (Fr)
           Black Coffee, organisée par Camila Oliveira Fairclough, l’atelier bellevillois de Raffaella della Olga, Paris
           Clarence Le Lion Qui Louchait, organisée par Solenn Morel, Les Capucins Centre d’art contemporain, Embrun
           KUL LE ON HO BAK, avec Matthieu Clainchard, Syndicat Potentiel, Strasbourg (Fr)
           Anti-Narcisse, organisée par Elfi Turpin, CRAC Alsace, Altkirch (Fr)

2013   Pathfinder : Everything goes not anything, organisée par Arlène Berceliot Courtin, Moinsun, Paris
           Keep Your Feelings in Memory, Musée National de la Résistance d’Esch-sur-Alzette (Lu)
           Startup, organisée par Bonnie Tchien Hy, Rue Française by Miss China, Paris
           Paris 1955-1965, une décennie architecturale revisitée au crayon, École Spéciale d’Architecture, Paris
           Fêtes joyeuses..., Rue Française by Miss China, Paris 
2012   We gave a party for the gods and the gods all came, organisée par Cécile Archambeaud, Galerie Arko, Nevers (Fr)   
           Caverne Cabinet ou les objets du déluge, organisée par A. Blanc et A. Guillaume pour La Biennale de Belleville, Paris
           Move art and dance since 1960s, organisée par Jang Un Kim,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r)
           La vie des formes, les Abattoirs Musée d’art moderne et contemporain, Toulouse (Fr)
           Ça & là, organisée par Claude Closky, Fondation d’entreprise Ricard, Paris
           Intense Proximité/La Triennale,invitée par O.Enwezor,C.Staebler,E.Renard,M.Bouteloup,A.Karroum,PalaisdeTokyo,Paris 
                                                                                        
2011   Basket not basket, organisée par Elfi Turpin, galerie Jousse Entreprise, Paris
           Partenaires Particuliers, organisée par V.Yassef et S.Kaplan, CRAC Alsace Centre Rhénan d’Art Contemporain, Altkirch 

Expositions  
2022   The Simple Acts of Listening, SFX Festival organisé par J.Yang & B. Gottlieb, West Museumkwartier, La Haye (Nl)
           10-Year Path of Korea Artist Priz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Seoul (Kr)
           Minimalism-Maximalism-Mechanismmm, organisée par J.Fabricius & M. Elming, Kunsthal Aarhus, Aarhus (Dk)
           SLOW WATER, exposition personnelle, galerie Jousse Entreprise, Paris (Fr)

           SLOW WATER, exposition personnelle, Gallery Mendes Wood DM, Bruxelles (Be)
           Kiaf, Gallery Hyundai et Frieze Seoul, Jo Malone limited edition, Séoul 
           Art-O-Rama, présentée par la Villa Noailles, Marseille (Fr)
           Pleine lune en poissons, Les 10 ans du centre d’art, Les Capucins, Embrun (Fr)
           Design Parade, invitée par We Do Not Work Alone & Villa Noailles, Ancien Évêché, Toulon (Fr)
           Atmosphères sensibilisées, hommage à JL.Vilmouth organisé par Marie Brines, galerie Jousse Entreprise, Paris 
           Transmeare, invitée par Ulla von Brandenburg, Frac Picardie, Amiens (Fr)
           Frequencies of Tradition, organisée par Hyunjin Kim, Kadist Foundation, San Francisco (Us)
           The Poetic Collection, Seoul Museum of Art, Séoul (Kr)
           Minimalism-Maximalism-Mechanismmm, Art Sonje Center, Séoul 
           Ianua, galerie Jousse Entreprise, Paris          

2021   Frequencies of Tradition, organisée par Hyunjin Kim,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r)
           Histoires d’abstraction Le cauchemar de Greenberg, organisée par Marjolaine Lévy, Fondation Ricard, Paris
           Making Worlds Exist, organisée par Kathy Alliou, Asia Now, Paris
           Kiaf, Gallery Hyundai, Séoul
           SLOW WATER, exposition personnelle invitée par Hyunjin Kim,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Old stories, film screening, Wooran Foundation, Séoul
           Ecco #2, #3, #4, contribution à la revue en ligne créée par les pensionnaires de la Villa Médicis, Rome (It) 
           CHANTS TOURNÉS, inauguration du bermuda, ateliers de recherche et de fabrication, Sergy (Fr)
           REVERSO, Le Mat centre d’art contemporain d’Ancenis et de Montrelais (Fr)
           Refugia, centre d’art Gallery Loop et la radio TBS, Séoul
           La Fabrique du Nous; Rituel.le.s, IAC Institut d’Art Contemporain, Villeurbanne (Fr)

2020   DONG DONG DARI GORI, Korea Artist Prize, MMC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éoul
           The moment of ᄀGiyeok (1er alphabet coréen), centenaire du journal Cho-sun, Seoul Arts Center, Séoul
           Words at an Exhibition: An Exhibition in Ten Chapters and five poems, Busan Biennale dirigée par Jacob Fabricius (Kr)
           Born a woman, 5 ans du musée d’art contemporain iPark de la Ville de Suwon (Kr)
           Faux-semblants, organisée par Domitille d’Orgeval, Galerie Cédric Bacqueville, Lille (Fr)
           Ruch -Hive, invitée par Abraham Poincheval, Centre de la Vieille Charité, Manifesta 13, Marseille (Fr)
           WE ARE NOT SYMMETRICAL, exposition personnelle, centre d’art La Casa da Cerca, Almada Lisbonne (P)

2019   LE PLUS TÔT C’EST DEUX JOURS MIEUX, exposition personnelle, La Criée centre d’art contemporain, Rennes (Fr)
           Home is a home is a home is a home, galerie Jousse Entreprise, Paris 
           Lapin-Canard #40 Une rétrospective, Le Confort Moderne, Poitiers (Fr)
           Street art, organisée par Camila Oliveira Fairclough et Elsa Werth, Rue Louis Delgrès, Paris
           CHANTS TOURNÉS, en collaboration avec Julien Quartier (De Facto) et bermuda, standard/deluxe, Lausanne (Sw)
           Zoo escape, organisée par FIB Festival International de Bagnolet avec *DUUU Radio, Paris La Villette  

           MACHRUK, exposition personnelle invitée par Claire Staebler, appartement 22, Rabat (Mo)
           Un cercle et son centre en quête l’un de l’autre, galerie Jousse Entreprise, Paris
           Sinmulji Sacred paper, organisée par Yunju Chang, Wooran Foundation, Séoul
           TEFAF New York, galerie Jousse Entreprise Paris (Us)
           Armory New York, Gallery Hyundai Séoul (Us)
           DEPATTURE, exposition personnelle, Centre d’art La Chapelle Jeanne d’Arc, Thouars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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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itions (suite)
2011   CLAMEUR, projet personnel pour La Formule du Binôme, organisée par G. Constantin, Instants Chavirés, Montreuil 
           Les innommables grotesques, organisée par Marie Bechetoille, Galerie L md, Paris  
           Hua hua shi jie, Rue Française by Miss China, Paris
           La Fabrique Sonore, organisée par Claire Staebler et Charles Carcopino, Domaine Pommery, Reims (Fr) 
           Une chambre à soi, organisée par Hélène Delprat, Galerie Christophe Gaillard, Paris 
           54 International Young Art Festivals, Beijing (Ch) 
           Small is beautiful, organisée par Asamï Nishimura, Galerie L md, Paris 
           Last summer, organisée par Jang Un Kim, Gallery Jung Miso, Séoul 
2010   Festival Plastique Danse Flore, Le potager du roi, Versailles (Fr) 
           Houzz’houzz’houuu, Galerie Ilka Bree, Bordeaux (Fr) 
           Undefined borders for unlimited perceptions, Gallery Blindarte Contemporanea, Naples (It) 
           Sfx sound effects Seoul Festival : sound specific, SangsangMadang, Séoul 

2009   Evento : Intime Collectif, La Biennale d’art contemporain, invitée par Didier Fiuza Faustino, Bordeaux 
           Platform, organisée par Sunjung Kim, Samuso, Kimusa, préfiguration du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éoul        
           IDEM, exposition personnelle organisée par J. Pellegrin, Centre d’art contemporain de la Ferme du Buisson, Noisiel (Fr) 
           1 69 a2, organisée par Eric Stephany, Paris
2008   Annual Report, organisée par Jang Un Kim et Okwui Enwezor, Gwangju Biennale 7, Gwangju
           Playtime, organisée par Mélanie Bouteloup, Bétonsalon, Paris          
           B side, organisée par Sungwon Kim, Gallery Do art [Gallery Hyundai], Séoul   
           Mieux vaut être un virus que tomber malade, organisée par Isabelle Le Normand, Mains d’oeuvres, Saint-Ouen (Fr) 
           En marche, organisée par Géraldine Longueville et Keren Detton, La galerie extérieure, Paris  
           AUTOMATIC : hommage au voleur, expositon personnelle, Galerie colletPark, Paris 

2007   Elastic Taboos, organisée par Seung-Duk Kim et Franck Gautherot, Kunsthalle, Vienne (Au) 
           We can’t be stopped, organisée par Julie Pellegrin,Gal. Nuke,MACVAL Musée d’Art Contemporain du Val-de Marne (Fr) 
           Même heure même endroit, Abbaye de Maubuisson Centre d’art contemporain, Saint-Ouen-l’Aumône (Fr) 
           Sijang Jeon Eun Neomu Ileo..., organisée par Kim Seob Boninsegni et Aurélien Gamboni, Forde, Genève (Sw)
           France, organisée par Cécile Paris, La Générale, Paris             
           C’était de nouveau un wagon déglingué qui se préparait à décoller en direction de la lune, Galerie de la Butte, Paris
           CLIMAT, exposition personnelle organisée par Solenn Morel et Eric Tabuchi, Kiosque/ images, Paris 
           Urban Nomad Film Fest de Taipei, organisée par Mervin Espina, Bâle (Sw)

2006   A question(ing) of gesture, Leipzig Opera (G)     
           Madame la baronne était plutôt maniérée, assez rococo et totalement baroque-III, organisée par Émilie Renard, 
           Maison Populaire Centre d’art Mira Phalaina, Montreuil                      
           Une rétro-perspective..., Public>, Paris    
            Le petit Noël du Commissariat, Le Commissariat, Paris             Cosa Nostra, Glassbox, Paris
           Apocalypse now, &nbsp, Paris                                                    FIAC, Galerie colletPark, Paris
           Infr’action, Festival de performance, Sète (Fr)                            Festival Rayons Frais, Tours (Fr)
           Paris - Seoul, organisée par Ayrung Kim, KIAF, Séoul                Ssamzie Video Collection, Ssamzie Space, Séoul
           Tcheong-Gye Media Theatre, Seoul Museum of Art, Séoul         Mobile studios, &nbsp, Sofia (Bu)
           Borderline, organisée par Michèle Walerich, Esch-sur-Alzette (Lu)
           Notre histoire..., Palais de Tokyo, Paris

2005   Domicile privé/ public, organisée par Seung-Duk Kim, Cloe Piccoli et Lóránd Hegyi, Musée d’art moderne St-Étienne (Fr) 
           No Bolts (on) the Wall, de/di/bY office, conception de l’exposition, Paris
           PEUPLIER, exposition personnelle, Galerie Miss China Beauty Room, Paris 
           Rendez-Vous, organisée par Santiago Reyes pour la Biennale de Lyon, Musée d’art contemporain, Lyon (Fr)
           Attention à la marche : histoires de gestes, organisée par Julie Pellegrin, La galerie Centre d’art contemporain, 
           Noisy-Le-Sec (Fr) 
           FIAC, de/di/bY office, Paris                                                         FIAC, Galerie Miss China Beauty Room, Paris
           Almost something, Fluxfactory, New York (Us)                           Pilot 2, Londres (Uk)
           Open studio, Ssamzie Space, Séoul
           Welcome, organisée par Seung Uk Goh, Alternative space Pool, Séoul

Expositions (suite)
2004   ÉCONOMIE INFORMELLE, exposition personnelle, Ssamzie Space, Séoul
           Connect the dots, organisée par Scott Rigby, The Leroy Neiman Gallery, New York
           Welcomestudio, organisée par Eunji Cho et JangUn Kim, Séoul
           Packed/Unpacked, Ssamzie Museum, Heyri Art Valley, Paju
           Shinchon Festival, SeoDeMoon HyeongMouSo[prison] Project, Séoul
           Maison/témoins, The Store, Paris
           The goods..., The Store, Paris
         
2003   Propaganda, organisée par Pascal Beausse pour le Prix Ricard, Espace Paul Ricard, Paris            
           May your dv be with you, organisée par Lucas Mancione, Palais de Tokyo, Paris
           Exposition,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Mobile 1/Pronto, organisée par Kyong Lee, Careof, Milan (It) 
           Oltreconfine Film Festival, Viterbo (It)   
           DÉGUISEMENTS, exposition personnelle, Galerie Hedaes Sevira, Paris 
2002   Nuit blanche, Public>, Paris
           Korean Air France, organisée par Julien Fronsacq et Hong-Hee Kim, Glassbox et Ssamzie Space, Paris et Séoul         
           Anomalie italienne, organisée par Giovanna Zapperi avec Public>, Space Lima, Milan
           Festival Accès-s, Pau (Fr) 
           Chut...invisible, avec Le Collège Invisible, Radio Grenouille, Marseille (Fr)            
           Los Flamingos, organisée par Alexandre Pollazon, Palais de Tokyo, Paris                      
           Domino party, organisée par Julia Rometti et Kim Seob Boninsegni, Glassbox, Paris   
           Splash, Paris Project Room, Paris
           FRESH, Paris Project Room, Paris
           Toxic dans ton cœur, Musée de la Citadelle, Corte (Fr)
           5 Years, Galerie Corentin Hamel, Paris

2001   Traversées, organisée par Hans Ulrich Obrist, Laurence Bossé avec Aurélie Voltz, ARC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QUIPROQUO, Paris Project Room, Paris
           BOUTIQUE D’ÉTÉ, Paris Project Room, Paris
           CHAMBRE D’HIVER, Paris Project Room, Paris 
           Soustraction, pour Marcel Wallace, Galerie Corentin Hamel, Paris
           23 MARS, collaboration avec Charlotte Beaurepaire, Galerie In and out, Grenoble (Fr)
2000   Projets, avec Charlotte Beaurepaire et Katya Bonnenfant, organisée par Jean-Luc Vilmouth, 

1999   Horscircuit Paris-Berlin, Espace Cerise, Paris
           Contamination continue, organisée par Stéphane Pichard, Cinéart Café, Nanterre (Fr)
           Group show, Gallery M5, Chicago (US)
           ACTION/DECISION, avec Mike Andrews,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MPOSSIBLE PERFORMANCE, Museum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1998   Atelier en réseau, organisée par Paul Devautour, Villa Arson, Nice (Fr)
1997   FLIRT bis, Infozone, Paris
           FLIRT, Infozone, Paris

Organisations 
2009              RECONSTITUTION [PARIS PROJECT ROOM], avec Videoclub, Paris 
2005              No bolts this wall, de/di/bY Office, Paris 
2003              We don’t play, avec Accès-s pour Marcel Wallace, Ménagerie de Verre, Paris 
2001-2002     PARIS PROJECT ROOM, fondation de l’espace d’expérimentations artistiques pour Marcel Wallace, Paris 
1999-2000     SEche, avec Charlotte Beaurepaire et Katya Bonnenfant, galerie Saint-Eustache, Paris   

Éducation 
1994-2000   ÉNSBA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Paris, DNSAP avec Jean-Luc Vilmouth 
1999            SAIC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performance_filmmaking_video_visual anthropology   



Pédagogie 
2021   Ecology-Gender-Communism and the Artistic Practice, Art talk, organisé par Alternative Space Loop, Séoul
2020   Kyung Hee University online lecture during covid quarantine, Séoul 
2017   HOW TO BECOME A STREAM, workshop à l’ÉSADMM École Supérieure d’Art et de Design Marseille-Méditerranée 
           HONEST LINES, conférence à la Staatlichen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Karlsruhe (G)
           jury DNSEP à la HÉAR Haute École des Arts du Rhin, Mulhouse (Fr)
           jury DNAP à l’ESAAA École Supérieure d’Art Annecy Alpes (Fr)
           jury DNSEP à l’ÉESAB École Européenne Supérieure d’Art de Bretagne, Rennes
           jury à l’ISBA Institut Supérieur des Beaux Arts de Besançon (Fr)
2016   jury DESMA à l’ÉMA École Média Art Fructidor de Chalon-sur-Saône (Fr)
2015   jury DNSEP à l’ÉSBAT TALM École Supérieure des Beaux-Arts Tours (Fr) 
           Rite & Roc, workshop à l’École d’Arts du Choletais, Cholet (Fr)
2014   jury à l’ISDAT Institut Supérieur des Arts de Toulouse (Fr)
           jury DNAP à l’ÉESI, École Européenne Supérieure de l’Image à Poitiers (Fr)
2013   Untitled : micro-expositions, cours à l’École d’ingénieurs IMAC Université Paris-Est, Marne-La-Vallée (Fr)
           2008 - 2013 ateliers pluridisciplinaires à l’ÉMBA École Municipale des Beaux-Arts, Gennevilliers (Fr)
2012   Les formes qui en appellent d’autres, cours à l’École d’ingénieurs IMAC Université Paris-Est, Marne-La-Vallée
           conférence et jury, invitée par Cécile Bourne, à l’École Parsons à Paris Fine Arts
           2009 - 2012 cours d’arts plastiques au CFA Centre de Formation des Arts graphiques, Bagnolet (Fr) 
2011   Dictionnaire des jeux : Joujou barbare, invitée par Arthécimus, La Maison Populaire, Montreuil 
           conférence à NYU New York University Summer School, invitée par Joseph Imhauser, La Sorbonne, Paris 
2010   jury à l’École Supérieure d’Arts de Rueil-Malmaison, invitée par Stéphane Pichard, Rueil-Malmaison (Fr) 
           intervention et production avec la classe UPI invitée par l’Orange Rouge, collège Georges Politzer, Bagnolet 
           conférence invitée par Jac Fol, à l’ÉNSAPM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chitecture Paris-Malaquais, Paris

2009   workshop invité par Édouard Boyer, à la HÉAR, ancienne École Supérieure d’Art de Mulhouse - Le Quai 
           IDEM objets, workshop invité par la Ferme du Buisson au lycée Charles de Gaulle, Rosny-sous-Bois (Fr)
           Objets : mode d’emploi, workshop au CFA Centre de Formation des Arts graphiques, Bagnolet 
2008   Repas, workshop invité par La galerie Centre d’art  contemporain et le Théâtre des Bergeries 
           au lycée Olympe-de-Gouges, Noisy-Le-Sec
           Pratiques de dessins, worshop en classe prépa à l’ÉMBA École Municipale des Beaux-Arts, Gennevilliers 
2004   workshop invité par Cécile Paris, à l’ÉSBANM Éco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Nantes Métropole, 
           ancienne École Régionale des Beaux-Arts de Nantes 

Publications 
2018   DAMASESE, monographie, 21x29,7 cm-40 pages (korean/ french/ english), Gallery Hyundai Seoul
2009   IDEM, monographie, 18x26 cm-50 pages (français/ english), Centre d’art contemporain de la Ferme du Buisson, Noisiel 
2005   paris project room : archives, 15x21 cm-264 pages (français/ english), Association Marcel Wallace, Paris 
2004   n.o.t.e.b.o.o.k., monographie avec poèmes de Won Yi, 15,2x21cm-132 pages (kr /fr/ eng), Noonbit Publishing Co., Séoul 
           et d’autres liées aux expositions, articles et projets d’édition telles que

2022   Artforum, by Andrew Russeth (January) p.176, New York
           10-Year Path of Korea Artist Prize, MMCA Séoul
           Artemorbida Textile Arts Magazine (July, No.08), Rome
           Public Art (July, No.190) txt par Jiyoon Yang, p.84-90 (korean/english), Séoul
           Jukan Kyunghyang Weekly Kyunghyang Shinmun wkh (Feb.14, No.1464), p.44-48, Séoul
           La Traverse T2 Le journal de la Fondation Pernod Ricard (sept.21-fév.22), couverture et p.16-17, Paris
2021   Il y a trois jours... : Bagarres #1, contribution pour la revue de dessins, invitée par Virginie Yassef, Paris
           Esquire (May, No.308), entretien avec Se Hoi Park (korean), p.44-47, Séoul
           Hyundae Munhak : Hdmh #798, Contribution à la revue littéraire, et sa couverture (korean), Séoul 
2020   Journal Lili, la Rozell et le Marimba #1, Contribution à la revue du centre d’art La Criée, Rennes 
           Korea Artist Prize 2020, MMCA Séoul
2019   Artforum, by Shinyoung Chung (March) p.244-245, New York
           Wallpaper*, cover limited edition (April) & article by Amy Serafin Fable maker p.83-86 
           The New York Times, by Merrell Hambleton, T Magazine 21 Oct. issue p.54, New York

Publications (suite)
2019   Crafts Magazine article by Christophe Rioux (Jan.-Feb.) p.8-9 English, Londres     
           Happy Design House 행복이가득한집, cover and article (Feb.) p.52-55, Séoul 

2017   The Other Face of the Moon, Asia Culture Center, Gwangju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Gallery Hyundai, Séoul
2016   02point2, Revue d’art contemporain en Pays de la Loire, no 4, printemps 2016, Nantes
           Korean Artists Today 100+16, Special Issue janvier 2016, Art In Culture, Séoul
2015   Textile - Art, Piasa, Jeudi 11 juin 2015, Paris
           Korea Now ! Craft, design, graphisme, mode en Corée, Les Arts Décoratifs, Paris
           Korea Now ! Contemporary Korean Crafts Exhibition, Korea Crafts & Design Foundation, Séoul
           Renaissance 2015 Lille3000, hors-série Beaux Arts éditions, Issy-Les-Moulineaux
           Seulgi Lee : Dreams of a Transforming Object, interview with Shin Hyunjin, SPACE magazine no 569 201504, Seoul

2014   Art and Politics Now, Thames & Hudson Ltd, Londres
           The 10th Gwangju Biennale, Gwangju Biennale Foundation, Gwangju
           The 10th Gwangju Biennale Exhibition Guide, Gwangju Biennale Foundation, Gwangju
           Keep your feelings in memory, organisée par l’Agence Borderline (Lu)
2013   The Power of Now : Korean art, Thames & Hudson Ltd,TransGlobe Publishing, Londres
           A Journey Through Shared Spaces organisée par Charlotte Moth, Pavillon & les Éditions du Cercle d’art, Paris
2012   La Triennale : Intense Proximité, Cnap, Paris
2011   Expérience Pommery #9 – La Fabrique Sonore, BeauxArts éditions/TTM éditions, Paris
           Partenaires Particuliers_livret de l’exposition, CRAC Alsace, Altkirch
2010   The last summer, Jang Un Kim, iR press, Séoul
           Dossier Robinson, organisée par Cécilia Becanovic et Les Ateliers des Arques, Éditions B42, Paris
           Hypothèses, organisée par Nathalie Rias, Esba-Nantes
2009   Platform, Samuso space for contemporary art, Artsonje Center, Séoul
           Les Archipels réinventés : 10 ans du Prix Fondation d’entreprise Ricard, Éditions du Centre Pompidou, Paris
           evento2009 - intime collectif, Bordeaux, monografik éditions, Blou (Fr)
2008   The 7th Gwangju Biennale, Gwangju Biennale Foundation, Gwangju
           The 7th Gwangju Biennale Exhibition Guide, Gwangju Biennale Foundation, Gwangju
           B Side, doART Seoul, Hyungteh Do, Séoul
           Le Pavillon, Palais de Tokyo, Éditions du Cercle d’Art, Paris
           Borderline, Luxembourg and Great Region, European Culture Capital 2007
           Playtime, Bétonsalon, Paris
2007   Elastic Taboos : Within the Korean World of Contemporary Art, Kunsthalle Wien, Verlag für moderne Kunst Nürnberg (A)
           Particules libres : new generation of Korean artists in Europe, le Centre Culturel Coréen, Paris
           Gringo, Ausgabe 13 [Novembre], Westphalie Verlag, Vienne
           To forget, Monthly vampire_a magazine, 5th issue, byul, club bidanbaem, Séoul  
2006   Notre histoire..., Palais de Tokyo, Paris Musées
           Madame la baronne était plutôt maniérée, assez rococo et totalement baroque-Livre 4, Maison Populaire, Montreuil
           Chunggye Media Theater, Seoul Museum of Art, Séoul
           Invisible_Nuke polluted generation No 4, Nuke Sarl., Paris
2005   Domicile privé/public, Musée d’art moderne de Saint-Etienne (Fr) 
           The 6th Open Studio Exhibition, Ssamzie Artbook 31, Ssamzie Space, Séoul
           Attention à la marche : histoires de gestes, La galerie, Noisy-Le-Sec
2004   5ememur Numéro 8 Spécial Collège Invisible, Wonderful, Bordeaux
2004   Open studio project, Séoul
2003   Hyundae Munhak  [Contemporary Literature] Co. Ltd. No 584, Séoul
           Propaganda, Éditions Espace Paul Rocard, Paris 
           Mobile 1/Pronto, Kyong Lee for the occasion of the exhibition at Careof, Milano
2002   UBI, Accès-s 02 Pau, Association Cultures Électroniques, Billère (Fr)
           Toxic dans ton coeur, Le Pavillon/ Palais de Tokyo, site de création contemporaine, Paris
           Korean Air France, Ssamzie Artbook 15, Ssamziespace, Séoul
2001   Traversées, Éditions des musées de la Ville de Paris
1999   ZAC 99, Éditions des musées de la Ville de Paris
           Korean Air France, Ssamzie Artbook 15, Ssamziespace, Séoul



       
           

contact <seulgi2@gmail.com>
galerie Jousse Entreprise <art@jousse-entreprise.com>
Gallery Hyundai <srhong@galleryhyundai.com>  

Prix, Résidences d’artistes
2022   aide à la galerie CNAP pour l’exposition SLOW WATER, galerie Jousse Entreprise, Paris (Fr)

2020   Korea Artist Priz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 SBS TV), Séoul (Kr)
           jury Lolita Jablonskienė, Patrick Flores, Christopher Lew, Lee Youngchul, YounBummo
2018   Wall Paper Award, UK
           Prémio Navigator Arte Em Papel, Lisbonne (Pt)
           jury Anselm Franke, Elfi Turpin, Filipa Oliveira, Jonathan Watkins, Maria da Graça Carmona e Costa
2015   Prix Sindoh pour l’art contemporain, jury Massimiliano Gioni, Séoul

2014   aide à la production Fondation Nationale des Arts Graphiques et Plastiques (Fondation des Artistes), Paris
2009   résidence Pilot program à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r)
2004   aide aux projets Art dans la Ville, Ville de Paris
           résidence à Ssamzie Space, Séoul

2003   Nominée pour le Prix Ricard, Paris
2002   Le Collège Invisible, programme de recherches avec Paul Devautour, Éco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Marseille (Fr)
2001   Le Pavillon, workshop hors les murs avec Ange Leccia, Palais de Tokyo, Paris

Collections ou Commandes Publiques
2022   PETITE DENT, dentellerie du Puy-en-Velay, Les Manufactures des Gobelins du Mobilier National, Paris
           U, Commande du KKR Hedge Fund, Séoul
           U, Commande du musée Space K, Séoul
2021   Almanac 2022 calendrier & pojagi édition limitée, Leeum Museum, Séoul  
           U, Acquisition du Seoul Museum of Art, Séoul
           U, Acquisition du Suwon Museum of Art, Suwon (Kr)

2020   U, Acquisition du Musée Cernuschi, Paris
           KUNDARI araignée, Acquisition du FRAC Fonds Régional d’Art Contemporain IDF, Paris
           U, Acquisition du CNAP 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 Paris (Fr)
2019   HEUREUX COMME UN POISSON DANS L’EAU, Ikea, Älmhult (Sw)
2017   LE TIGRE FUMANT LA PIPE, et etc., Hermès, Paris
2016   U, Acquisition du FRAC IDF Fonds Régional d’Art Contemporain Île-De-France Le Plateau, Paris
           BALEINE, études du projet en vue d’une commande au Fonds Hélène et Edouard Leclerc, Landerneau

2015   LE MAUGE, Conseil Régional des Pays de la Loire, Lycée public des Mauges, Beaupréau (Fr)
           collection Mimesis Museum, Paju (Kr)
           The NGV Collection,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Melbourne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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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nder why they turn 

this work because it is

195 x 155 x 1 cm b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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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rait Marvin Leuvrey



       
                         art asia pacific   (2019 july)
                         hong kong                            

       
                         seoul art guide   (2019 feb.)
                         seoul                            

굳이 고등학교까지 밝혀야 한다면 서울 선화예고 올씨다...

The power of non-resistance

우악 감사합니다 !!!!...

U:나비의꿈(장자), 통영누비 195x155x1cm 이슬기©Adagp (갤러리현대)

     The butterfly dream (of Zhuang Zhou) = Union of myself and objects 

‘디종’

I’ve been blond for 2 years

and sometimes with blue eyes



       
           

       
           

We made 
an Alive Red Cat
though, as you know ! 

장인의 손길로 
물건의 
이야기를 전한다
예술가 이슬기

이슬기 작가는 사물의 언어를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의 오브제에 주목해 그것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중에서도 누비이불, 바구니, 

나무 체 등 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담긴 물건, 인류 곁에 오

래도록 존재한 물건, 전통이 사라져가는 물건 등에 특히 주

목해왔다. 이 물건들을 오래 만들어온 장인을 찾아가 그들

의 손길을 빌려 새로운 물건으로 완성한다. 우리나라 통영

에서부터 모로코의 인구 200명의 작은 시골 마을에 이르기

까지, 노하우를 가진 장인을 찾아서라면 세계 곳곳을 헤매

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글 이수빈  |  사진 제공 이슬기 ©Adagp

프랑스에서 20여 년을 살아온 이슬기 작가는 모국어를 쓰지 않

는 환경에서 지내면서 외국인이자 여성, 예술가로서 많은 것을 

느꼈다. ‘변방의 존재’인 자신을 표현하기라도 하듯, 그가 제일 

처음 시도한 것은 말 못하는 것들에게 이야기를 부여하는 일이

었다. 어느 날 일회용 컵에 펌프를 설치해 물이 계속 솟는 영원

한 분수대로 만들었다. 흘러나오는 물은 ‘나도 할 말 있어요’ 하

는 컵의 속삭임이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지금 쓰는 물건들은 대부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말하자면 연세가 더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만 사고한다는 게 우습게 느껴졌어요.” 

이에 그는 사물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는 작업을 해왔고, 버스

에 털을 입혀 동물처럼 만든 ‘IDO’, 저녁노을 색깔의 수프를 만

들어 전시장에서 함께 나눠 먹는 ‘DUSK SOUP’ 등 일상에 위

트를 더하는 설치와 퍼포먼스, 조각 작품 등을 선보여왔다. 

따뜻한 시선을 확장해 전통 공예에 주목하고 장인들과 협업해 

물건을 만들고 그 목소리를 전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초 누비

이불을 선물 받은 게 계기였다. 시간이 흘러 한국에 들렀을 때 

프랑스 친구들에게 선물할 생각으로 누비이불을 사려고 했으

나 쉽게 구할 수 없었다. 누비이불은 1980~90년대 ‘유행’했지

만 손이 많이 가고 사람들이 찾지 않기에 더는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사라져가는 물건을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

로 그는 통영의 누비장을 찾아갔다.  

이후 이슬기 작가가 내보인 작품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물건이

며 이는 장인을 통해 만들어지지만, 전통적인 그것과는 뭔가 

달라 보인다. 예를 들어 속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누비공예

로 완성하는 ‘이불 프로젝트 U’에서 이슬기 작가는 누비는 방

향에 의미를 부여했다. 본래 전통 누비는 한 방향으로만 바느

질하지만 스케치의 의미에 따라 수평, 수직, 사선으로 누벼 속

담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술성을 더한 것이다. ‘바구니 프로젝

트 W’에서는 바구니를 두세 개 엮어 바구니가 아닌 듯한 모양

을 만들고 다리를 붙인다거나, ‘나무 체 프로젝트 O’에서는 나

무 체를 사람 키보다 높이 달고 마치 빛을 재는 도구로 표현하

는 등 늘 자신만의 해석으로 물건을 새로이 보게 한다. 물론 현

장에서 장인들의 연륜과 식견에 귀 기울여 이들의 의견을 따르

기도 한다. 이러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해당 공예의 기술을 파고들어 가는 큰 경험을 한다.  

장인과의 협업에는 난관도 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손 하나

에 의지해 살아온 만큼 자신만의 강단이 있고, 의도가 분명하

다 한들 선뜻 협업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슬

기 작가는 물건과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서, 그것을 생산하는 장인이야말로 물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들이라고 생각한다. 한 줄 한 줄 염원하듯 천을 누비는 장인의 

마음으로 물건을 본다면 그것은 그냥 사물이 아니다. 더불어 

각 지역에서 살아가는 장인들과의 협업은 그들이 사는 환경을 

경험하고 작업에 임하는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멕시코에

서 바구니를 만들 때는 3주간 온종일 공방에 함께 머물렀고, 모

로코에서 테라코타 그릇을 빚을 때는 1년간 일주일씩 네 차례 

머무는 등 각기 다른 작업 방식에 맞춰 협업했다. 

하나의 작업은 또 다른 작업을 불러오기 마련이라, 이불에서 

출발한 공예 그리고 장인과의 협업은 다양하게 이어졌다. 국내

에서는 지난해 갤러리 현대에서 연 개인전 <다마스스>에서 앞

선 세 프로젝트를 선보였고, 최근에는 우란문화재단의 기획전 

<신물지神物紙>에 참여하며 제주 전통 굿을 하는 김영철 심방

과 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지승이나 대나무발, 능화판 등의 한

국 전통 공예에 관심이 있기에 이를 통해 또 어떤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지 즐거이 상상한다. 이외에도 모로코의 테라코타 

장인과 협업해 토기를 만들었고, 프랑스의 보빈 레이스Dentelle 

aux Fuseaux 장인들과 레이스의 역사를 반영한 자그마한 병풍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진실은 한 가지 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꿈에 들어 있다’는 이탈리아 시인 

파졸리니Pasolini의 말처럼, 예술가란 여러 가지 진실을 구하러 

다니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라고 여긴다. 그 진실을 구하러 다니느라 지금도 분주히 세계 

곳곳으로 공예가들을 찾아다니며 자신만의 물건 이야기를 엮

어내고 있다. 

2
‘이불 프로젝트 U’의 작품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진 장성은

세계 곳곳의 장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물건들의 이야기를 대신 들려주는 

이슬기 작가, 사진 이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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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의 손길로 
물건의 이야기를 전한다 
예술가 이슬기
이슬기 작가는 사물의 언어를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의 오브제에 주목해 그것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중에서도 누비이불, 바구니. 
나무 체 등 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담긴 물건, 인류 곁에 오
래도록 존재한 물건, 전통이 사라져가는 물건 등에 특히 주
목해왔다. 이 물건들을 오래 만들어온 장인을 찾아가 그들
의 손길을 빌려 새로운 물건으로 완성한다. 우라나라 통영
에서부터 모로코의 작은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노하우
를 가진 장인을 찾아서라면 세계 곳곳을 헤매는 것을 마다
하지 않는다.
글 이수빈/ 사진 제공 이슬기 © Adagp

U:검은머리파뿌리될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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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의 장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물건들의 이야기를 대신 들려주는 이슬기 작가



       
           

       
           

이불 프로젝트 U
지역 한국 통영 

협업 장인 누비장 조성연, 정숙희 누비혼 공방 대표

공동체의 생각이 담긴 속담을 기하학적 무늬로 표현해 이불을 

만든다면 그것을 덮고 자는 이의 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상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주술적 조각 작품이다. ‘이왕이

면 다홍치마’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우리나라 속담에서 연상되

는 이미지를 스케치하고, 그것을 통영의 누비장들이 누벼 이불

로 완성했다. 2014년 파리의 국립그래픽조형미술재단FNAGP, 

현 Fondation des Artistes의 지원으로 시작해, 그해 제시카 모건Jessica 

Morgan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의 초청으로 추가 제작하고, 호주

의 빅토리아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Victoria에 소장되는 등 여

러 기관과 컬렉터들의 관심으로 제작비를 마련해 지속해왔다. 

이 프로젝트를 인상 깊게 본 명품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의 제안

으로 캐시미어로 누비이불을 제작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가구 브랜드 이케아의 <아트 이벤트 2019>의 8명의 작가 중 

한 명으로 선정돼 한정판 러그를 선보이기도 하는 등 작업이 다

양하게 확장됐다. 

바구니 프로젝트 W
지역  멕시코 오악사카 지역 산타마리아 익스카틀란Santa Maria Ixcatlan, 

프랑스 파리 

협업 장인  지역민들로 구성된 장인협회 슐라XULA, 금속공예가 프랑수

아 루나르디François Lunardi 

멕시코의 200여 명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의 장인들이 짠 야자 

섬유 바구니 프로젝트. 바구니가 인간의 가장 오래된 물건 중 하

나라는 점에 주목한 작가는 바구니를 짜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

는 곳을 찾아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로 향했다. 이곳 장인과 협

업해 첫 작품을 만들었지만 이후 지속해서 함께할 장인을 찾다가 

멕시코의 작은 마을 이야기를 듣게 됐다. 산타마리아 익스카틀

란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곳에 사는 주민들 모두 바구니를 

짜며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며 ‘인류의 최초 언어도 이런 형태

로 탄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고 이에 매료됐다. 작

가는 마침 이들의 고유 언어인 익스카테코Ixcateco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여성 주민 위주로 구성된 장인 공동체 

슐라와 협업해 만든 바구니에 이 언어로 제목을 붙여주었다. 바

구니 두세 개를 엮어 만든 후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는 금속공

예가가 만든 다리를 붙여 전에 없던 새로운 바구니를 만들었다.  

나무 체 프로젝트 O 
지역 프랑스 중서부 지역 푸아투Poitou

협업 장인 나무 체장 마리 아니크 보르노주베르Marie Annick Bruneau-Joubert

한국에서는 쌀의 양을 재는 단위가 ‘되’라면, 프랑스에서는 곡물

을 측량할 때 원형의 나무 체 부아소Boisseau를 쓴다. 프랑스에서

는 부아소가 플라스틱으로 대체되면서 전통적으로 만드는 기술

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위트를 더해 풀어낸 

작품이다. 프랑스의 유일한 나무 체 장인과 함께 30년 된 너도밤

나무로 만든 체는 단순한 체와는 달라 보인다. 일반적인 체가 나

무나 철판을 이용해 밑을 막아 곡물의 부피를 잰다면 이것은 밑

을 막지 않고 일정한 비례로 구획을 나눠 빛의 무게를 재는 단위

로 만들었다. 작품은 2m 높이에 설치되며, 안쪽 구획을 나누어 

그 위에서 떨어지는 조명을 묘한 비율로 가른다. 아래에서 보면 

흡사 ‘여, 우, 아, 이, 요’ 등의 한글 모음 글자를 닮았고, 안쪽 면

을 채색해 지나가는 각도에 따라 그 색의 순서가 다르게 보인다.

테라코타 프로젝트 마슈룩
Machruk 

지역 모로코 리프 지역 아인뷰스리크Ain Bouchrik

협업 장인 토기장 아이샤Aïcha

인간의 가장 원시적 도구 중 하나인 토기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

한 프로젝트로 모로코 라바트Rabat에 위치한 현대미술 공간 아

파트22L’appartement 22의 전시를 통해 선보였다. 작가는 모로코 

북쪽 산악지대 리프Le Rif에서는 부족마다 조금씩 다른 토기를 

사용하지만, 돌림판을 이용하지 않고 신석기시대 문양 그대로 

빚어서 만든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이곳의 토기장 아이샤의 그

릇 중에서도 아랍어로 마슈룩이라고 하는 젖병 모양의 토기에 

주목했다. 이는 중국에서도 볼 수 있는 쌍둥이병 모양과도 흡

사해 보였는데, 각기 다른 곳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우연함

이 마음을 끌었다. 마슈룩보다 조금 크게 확대해 마르파Marfa라

고 하는 형태로 변형해 색깔을 얹어 완성했으며, 그 모습이 흡

사 어머니의 넉넉한 젖가슴처럼 보인다. 또한 한국어의 ‘우유’

를 그래픽적으로 변형했다고도 볼 수 있다.  

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으로 제작한 이불 ‘남의 다리 긁는다’

2  ‘머리를 단정히 땋은 아가씨’, 

사진 제공 갤러리 주스 앙트르프리Galerie Jousse Entreprise

3  ‘O -ㅕand O - ㅜ’, 사진 제공 갤러리 현대 

4  젖병 모양의 전통 토기 마슈룩을 변형해 만든 ‘테라코타 프로젝트 마슈룩’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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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al, it’s not that large !! 

I’m always using the same proportion

of the white borders which has been

in use in Korean traditional blanket...

195x155x1cm for 2 small persons

Sewing Line by Line 

052

표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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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작가는 자신을 조각가로 정의한다. 

두께가 있고 만질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때문. 

1992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하며 작업하는 

이슬기 작가는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공부했다. 해학적 시선과 기하학 패턴, 

쾌활한 색상으로 일상 사물을 예술 작품으로 

재해석한다.갤러리현대와 미메시스아트뮤지엄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에르메스, 이케아 등의 

브랜드와 함께 작업했다. 3월 말엔 프랑스  투아르 

지역의 아트 센터에서 개인전을 열 예정이다.

이토록 유쾌한 추상!
조각가 이슬기

덮고 자는 이불을 전시장 벽에 걸고, 바닥엔 노란 은행잎이 가득하다. 대관절 예술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너무나 유쾌한 작품들. 이슬기 작가의 눈과 손을 거치면 별것 아니던 

일상 사물이 예술이 되어 말을 걸기 시작한다.  글 정규영 기자 | 사진 및 자료 제공 갤러리현대(02-228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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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작가는 자신을 조각가로 정의한다.
두께가 있고 만질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때문.
1992년부터 프랑스파리에서 거주하면서 작업하는
이슬기작가는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공부했다. 해학적 시선과 기하학패턴,
쾌활한 색상으로 일상 사물을 예술작품으로
재해석한다. 갤러리현대롸 미메시스아트뮤지엄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에르메스, 이케아등의
브랜드롸 함께 작업했다. 3월말엔 프랑스 투와르
지역의 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열 예정이다.

seulgi lee se définit comme une scultpeuse 

car elle fait des oeuvres qui ont une certaine épaisseur, 

aussi mince soit-elle, et qu’on peut toucher...



054 055

이슬기 작가에게 1930년대식 디자인의 워터맨 찰스톤 흑색 골드 트림을 드립니다.

눈이 시원할 정도로 산뜻한 원색의 배치. 색면 추상화일까? 가까

이 다가가 살펴보면 색색의 명주와 흰 무명천을 누벼 만든 이불

이다. 이슬기 작가의 ‘이불 프로젝트 U’ 연작. 가로 155cm, 세로 

195cm인 크기도 딱 여름에 덮고 자는 그것이다. 수평으로 덮는 

이불을 갤러리 벽에 수직으로 전시한 풍경 자체도 흥미로운데, 각

각의 작품 제목을 알고 나면 재미는 배가된다. ‘우물 안 개구리’ ‘불

난 집에 부채질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등 익숙한 속담을 인

용한 제목을 알고 작품을 다시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 칸

딘스키의 뜨거운 추상도, 몬드리안의 차가운 추상도 아니다. 뭐라

고 하면 좋을까, 유쾌한 추상? 

꿈꾸는 이불 “작품 제목이 속담이라는 사실을 안 관객은 또다른 

작품 제목을 직접 알아맞혀 보려고 합니다. 속담을 먼저 알려주고 

그에 맞는 작품을 찾는 일도 재미있어하더군요. 대개 문화권마다 

비슷한 의미의 속담이 있어서 해외 관객도 유쾌하게 받아들입니

다.” 1992년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이슬기 작가는 지

인이 선물한 명주 누비이불의 찬란한 색에 매료되었다. 한국에 올 

때마다 프랑스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누비이불을 파는 곳을 찾

았지만, 이제는 그런 이불은 제작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으며 언젠

가 만들어보리라 결심한 그. 직접 하기엔 어려운 작업이어서 수소

문 끝에 누비이불이 생겨난 통영의 누비 장인을 찾아갔다. “우리는 

이불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프거나 몸이 약해졌을 때, 

목숨이 다해 죽을 때도 이불과 함께하지요. 지극히 개인적이며 친

밀한 사물인 이불에 속담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담긴 이야기를 결

합하면 한 줄 한 줄 염원하듯이 실을 박아 넣는 장인의 정성이 마

치 주술처럼 작품을 통해 전달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불을 덮

고 자는 사람의 꿈에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2014년 파리 국립그

래픽조형미술재단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 그해 열

린 광주비엔날레에서 제시카 모건 총감독의 의뢰로 제작한 작품

이 호주 빅토리아 국립 미술관에 영구 소장되었다. 안팎으로 좋은 

반응에 힘입어 그는 이 주술적이면서도 유쾌한 작업을 계속했고, 

작년 11월 갤러리현대에서 개인전 <다마스스>를 열기도 했다. 

한 줄 한 줄 누빈 색색의 진주 명주를 연결해 기하학적 구조로 속

담을 표현하고, 흰 무명으로 테두리를 두른다. 한눈에 들어오는 속

담. 가령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벗어나려는 개구리의 수

직적 움직임을 세로 누빔으로 표현하고, 우물을 누르며 개구리를 

가로막는 우물 덮개를 가로 누빔으로 형상화했다. 개구리를 갈색

으로 표현한 이유는 수없이 튀어 오르다가 색이 변했기 때문이라

고. 2월호 표지 작품은 부엉이의 눈과 눈썹, 날개를 익살스럽게 표

현한 ‘부엉이 살림’. 보기만 해도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색의 배치

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쩍부쩍 느는 살림을 이르는 말이다. 

예술은 모든 것이다 이슬기 작가가 속담에서 착안한 도안을 

만들어 공예가 정숙희 대표가 이끄는 오색 공방에 보내면 장인들

이 색이 맞는 진주 명주를 누빈다. 서로 방향이 달라 입체가 된 누

비천을 잇는 극히 까다로운 작업은 통영 누비장 조성연 선생의 몫. 

지역 공예 장인과 협업하는 과정 역시 그의 작업에선 중요한 부

분이다. 이슬기 작가는 통영의 누비장 외에도 세계 각지의 수공

예 장인과 함께 일상의 물건을 변형해 작품으로 만든다. 작년 갤

러리현대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선보인 ‘바구니 프로젝트 W’ ‘나

무 체 프로젝트 O’ 등이 그렇게 탄생한 결과물이다. ‘바구니 프로

젝트 W’는 속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입말 문화를 재조명한 작업. 

멕시코 오악사카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만든 바구니에 프랑스 금

속 공예가가 만든 다리를 붙이고, 마을 사람들이 쓰는 익스카테코

Ixcateco라는 멸종 직전의 언어로 제목을 붙였다. ‘나무 체 프로젝

트 O’는 프랑스 장인이 만든 나무 체의 둥근 테두리와 칸막이를 조

합해 ‘어’ ‘우’ ‘야’ 등의 글자처럼 보이도록 한 작업. 이슬기 작가는 

이를 “사물을 말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한다. 전시장 밖에서

도 이슬기 작가가 장인과 함께 만드는 ‘말하는 사물’을 만날 수 있

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ès의 의뢰로 캐시미어를 통영 장인

들이 누빈 작품을 2017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 전시했고, 이케아

IKEA가 진행하는 ‘아트 이벤트 2019’의 일환으로 인도에서 작업

한 러그는 올봄 한정 판매할 예정. “이번엔 ‘물속의 물고기’라는 프

랑스 속담을 제목으로 썼습니다. ‘엄청’ 행복하다는 의미지요.” 

그의 다음 프로젝트는 모로코 작은 마을에서 쇠똥과 지푸라기로 

구워낸 테라코타 그릇이다. 일상의 물건이 이슬기 작가의 눈과 손

을 거치면 예술이 된다. 갤러리 바닥 가득 은행잎을 깔아놓거나

(‘은행잎 프로젝트 B’), 전시장 벽을 저녁노을 색으로 칠하고 같은 

색깔의 채소 수프를 관객과 나누어 먹기도 한다(‘저녁노을 수프 프

로젝트’).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필

요에 의해 한 모든 활동이 예술입니다. 여전히 예술이 어렵다고 말

하는 사람이 많지요. 호기심으로 사물을 보고, 서로 다른 것을 연

결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직감적ㆍ본능적 활동을 시대와 제도에 

짓눌려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1 전시장 바닥에 은행잎을 가득 채워 색과 소리, 향기를 즐기도록 한 ‘은행잎 

프로젝트 B’.벽에 설치한 작품은 ‘이불 프로젝트 U’ 중 ‘싹이 노랗다’. 

2 에르메스와 협업한 캐시미어로 제작한 한정판 누비이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2017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 전시했다. 이미지 제공 에르메스

3 멕시코 오악사카 지방 산타마리아 익스카틀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바구니를 만드는 마을 사람들과 이슬기 작가. 과거 이 지역에서 사용하던 

익스카테코어語를 쓰는 사람은 현재 오직 네 명만 남아 있다. 

4 마을 사람들이 만든 바구니에 프랑스 금속 공예가가 황동으로 만든 

다리를 결합한 작품 ‘W/ Hua(흰)2’ .

“이슬기 작가는 해학적 시선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적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일반성’에 대한 근본 질문을 던집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이슬기 작가의 독특한 개성에 반해 

전시를 추진했습니다.”  _ 갤러리현대 도형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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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작가에게 1930년대식 디자인의 워터맨 찰스톤 흑색 골드 트림을 드립니다.

눈이 시원할 정도로 산뜻한 원색의 배치. 색면 추상화일까? 가까

이 다가가 살펴보면 색색의 명주와 흰 무명천을 누벼 만든 이불

이다. 이슬기 작가의 ‘이불 프로젝트 U’ 연작. 가로 155cm, 세로 

195cm인 크기도 딱 여름에 덮고 자는 그것이다. 수평으로 덮는 

이불을 갤러리 벽에 수직으로 전시한 풍경 자체도 흥미로운데, 각

각의 작품 제목을 알고 나면 재미는 배가된다. ‘우물 안 개구리’ ‘불

난 집에 부채질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등 익숙한 속담을 인

용한 제목을 알고 작품을 다시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 칸

딘스키의 뜨거운 추상도, 몬드리안의 차가운 추상도 아니다. 뭐라

고 하면 좋을까, 유쾌한 추상? 

꿈꾸는 이불 “작품 제목이 속담이라는 사실을 안 관객은 또다른 

작품 제목을 직접 알아맞혀 보려고 합니다. 속담을 먼저 알려주고 

그에 맞는 작품을 찾는 일도 재미있어하더군요. 대개 문화권마다 

비슷한 의미의 속담이 있어서 해외 관객도 유쾌하게 받아들입니

다.” 1992년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이슬기 작가는 지

인이 선물한 명주 누비이불의 찬란한 색에 매료되었다. 한국에 올 

때마다 프랑스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누비이불을 파는 곳을 찾

았지만, 이제는 그런 이불은 제작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으며 언젠

가 만들어보리라 결심한 그. 직접 하기엔 어려운 작업이어서 수소

문 끝에 누비이불이 생겨난 통영의 누비 장인을 찾아갔다. “우리는 

이불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프거나 몸이 약해졌을 때, 

목숨이 다해 죽을 때도 이불과 함께하지요. 지극히 개인적이며 친

밀한 사물인 이불에 속담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담긴 이야기를 결

합하면 한 줄 한 줄 염원하듯이 실을 박아 넣는 장인의 정성이 마

치 주술처럼 작품을 통해 전달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불을 덮

고 자는 사람의 꿈에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2014년 파리 국립그

래픽조형미술재단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 그해 열

린 광주비엔날레에서 제시카 모건 총감독의 의뢰로 제작한 작품

이 호주 빅토리아 국립 미술관에 영구 소장되었다. 안팎으로 좋은 

반응에 힘입어 그는 이 주술적이면서도 유쾌한 작업을 계속했고, 

작년 11월 갤러리현대에서 개인전 <다마스스>를 열기도 했다. 

한 줄 한 줄 누빈 색색의 진주 명주를 연결해 기하학적 구조로 속

담을 표현하고, 흰 무명으로 테두리를 두른다. 한눈에 들어오는 속

담. 가령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벗어나려는 개구리의 수

직적 움직임을 세로 누빔으로 표현하고, 우물을 누르며 개구리를 

가로막는 우물 덮개를 가로 누빔으로 형상화했다. 개구리를 갈색

으로 표현한 이유는 수없이 튀어 오르다가 색이 변했기 때문이라

고. 2월호 표지 작품은 부엉이의 눈과 눈썹, 날개를 익살스럽게 표

현한 ‘부엉이 살림’. 보기만 해도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색의 배치

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쩍부쩍 느는 살림을 이르는 말이다. 

예술은 모든 것이다 이슬기 작가가 속담에서 착안한 도안을 

만들어 공예가 정숙희 대표가 이끄는 오색 공방에 보내면 장인들

이 색이 맞는 진주 명주를 누빈다. 서로 방향이 달라 입체가 된 누

비천을 잇는 극히 까다로운 작업은 통영 누비장 조성연 선생의 몫. 

지역 공예 장인과 협업하는 과정 역시 그의 작업에선 중요한 부

분이다. 이슬기 작가는 통영의 누비장 외에도 세계 각지의 수공

예 장인과 함께 일상의 물건을 변형해 작품으로 만든다. 작년 갤

러리현대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선보인 ‘바구니 프로젝트 W’ ‘나

무 체 프로젝트 O’ 등이 그렇게 탄생한 결과물이다. ‘바구니 프로

젝트 W’는 속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입말 문화를 재조명한 작업. 

멕시코 오악사카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만든 바구니에 프랑스 금

속 공예가가 만든 다리를 붙이고, 마을 사람들이 쓰는 익스카테코

Ixcateco라는 멸종 직전의 언어로 제목을 붙였다. ‘나무 체 프로젝

트 O’는 프랑스 장인이 만든 나무 체의 둥근 테두리와 칸막이를 조

합해 ‘어’ ‘우’ ‘야’ 등의 글자처럼 보이도록 한 작업. 이슬기 작가는 

이를 “사물을 말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한다. 전시장 밖에서

도 이슬기 작가가 장인과 함께 만드는 ‘말하는 사물’을 만날 수 있

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ès의 의뢰로 캐시미어를 통영 장인

들이 누빈 작품을 2017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 전시했고, 이케아

IKEA가 진행하는 ‘아트 이벤트 2019’의 일환으로 인도에서 작업

한 러그는 올봄 한정 판매할 예정. “이번엔 ‘물속의 물고기’라는 프

랑스 속담을 제목으로 썼습니다. ‘엄청’ 행복하다는 의미지요.” 

그의 다음 프로젝트는 모로코 작은 마을에서 쇠똥과 지푸라기로 

구워낸 테라코타 그릇이다. 일상의 물건이 이슬기 작가의 눈과 손

을 거치면 예술이 된다. 갤러리 바닥 가득 은행잎을 깔아놓거나

(‘은행잎 프로젝트 B’), 전시장 벽을 저녁노을 색으로 칠하고 같은 

색깔의 채소 수프를 관객과 나누어 먹기도 한다(‘저녁노을 수프 프

로젝트’).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필

요에 의해 한 모든 활동이 예술입니다. 여전히 예술이 어렵다고 말

하는 사람이 많지요. 호기심으로 사물을 보고, 서로 다른 것을 연

결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직감적ㆍ본능적 활동을 시대와 제도에 

짓눌려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1 전시장 바닥에 은행잎을 가득 채워 색과 소리, 향기를 즐기도록 한 ‘은행잎 

프로젝트 B’.벽에 설치한 작품은 ‘이불 프로젝트 U’ 중 ‘싹이 노랗다’. 

2 에르메스와 협업한 캐시미어로 제작한 한정판 누비이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2017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 전시했다. 이미지 제공 에르메스

3 멕시코 오악사카 지방 산타마리아 익스카틀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바구니를 만드는 마을 사람들과 이슬기 작가. 과거 이 지역에서 사용하던 

익스카테코어語를 쓰는 사람은 현재 오직 네 명만 남아 있다. 

4 마을 사람들이 만든 바구니에 프랑스 금속 공예가가 황동으로 만든 

다리를 결합한 작품 ‘W/ Hua(흰)2’ .

“이슬기 작가는 해학적 시선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적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일반성’에 대한 근본 질문을 던집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이슬기 작가의 독특한 개성에 반해 

전시를 추진했습니다.”  _ 갤러리현대 도형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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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암탉이 알을 낳는 것을 보면 횡재를 얻는다. Am-tak-i Al-eul Nat-eun Keu-seul Bo-meun Heung-ge-leul Eut-eun-da. 
U : Voir une poule pondre porte chance.
U : If you see a hen laying eggs you get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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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

       
                         le quotidien de l’art  (2017,  may)
                         paris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2016,  oct.)
                        melbourne

       
                        zero deux  (2016,  april)
                        nantes



       
           

       
           

       
                        in the air france airplane  (2016,  jan.)
                        

       
                        art in culture  (2016,  jan.)
                        seoul



       
           

       
           

       
                        neolook  (2015,  nov.)
                        seoul

       
                        télérama  (2015,  oct.)
                        paris

Pour cette exposition
ils ont décidé d’écrire tous les 
prénoms des invités à l’aide d’un 
tiret, pour bien marquer les 2 
lettres composant la plupart des 
prénoms coréens. Euh, je leur ai dit 
que ça faisait une vingtaine 
d’années que j’écrivais mon prénom 
en Seulgi attaché car c’est un seul 
mot qui veut dire sagesse.
Est-ce qu’on peut décider d’écrire
Cé-line au lieu de Céline 
contre la volonté de la personne 
concerné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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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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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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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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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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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space  (2015,  april)
                        seoul



       
           

       
           

       
                        art and politics now  - thames & hudson (2014  oct.)
                        london

       
                        art and politics now  - thames & hudson (2014  oct.)
                        london



       
           

       
           

       
                        tynp (2014  nov.)
                        tongyeong

       
                        le monde (2014  sept.)
                        paris



       
           

       
           

       
                        hiart (2014  sept.)
                                               

       
                        le dauphiné (2014 july)
                        hautes-alpes                       



       
           

       
           

       
                        art in culture (2014 july)
                        seoul                       

       
                        art in culture (2014 july)
                        seoul                       



       
           

       
           

       
                        coze  (2014 march)
                        alsace                      

       
                korean art: the power of now -thames & hudson (2013 june)
                london                      



       
           

       
           

       
                korean art: the power of now -thames & hudson (2013 june)
                london                      

       
                         madame figaro   (april 12-18, 2012, p.90)
                         paris

Hélas, je n’ai jamais joué au jeu vidéo 
ni lu de bd dans ma jeunesse. J’étais 
une enfant modéle.

J’ai une préférence pour 
‘Orange mécanique’ de Kubrick 
ou les films de Fellini

gris

Clameur,maquette

gris



       
           

       
           

       
                          madame.lefigaro.fr   (april, 2012)
           

avec les graines dedans
seeds inside

       
                          art-agenda.com   (april 26, 2012)

Walker EvansAdian Piper

Carol Rama

David Hammons

Timothy Asch



       
           

       
           

       
                          art-agenda.com   (april 26, 2012)

       
                          dna reflets   (jan. 7-13, 2012)
                          alsace

tournent lentement
rotating slowly



       
           

       
           

       
                          art press   (may 2012)
                          paris

blanca’s point of view

Sometimes I don’t look at the press.

IDO, Seulgi Lee

C’est ce que Closky voulait 
réactiver à Paris.

Cla

Tok

Ils ont 
coupé le 
bonhomme
de ma photo

       
                          beaux-arts magazine   (april 2012)
                          paris



       
           

       
           

       
                http://eltambordehojalata.wordpress.com   (may 2012)
                          

they didn’t 
pay me the 
airplane from 
Korea and I 
was already in 
France so less 
expensive ;-)

       
                http://eltambordehojalata.wordpress.com   (may 2012)
                          



       
           

       
           

       
                    http://lewebpedagogique.com   (jan. 2012)
                          

ils ont repris ma note.

25 mètres

c’était plus comme ça.
more close to the real light.

       
                          beaux-arts éditions (nov.,2011)
                 la fabrique sonore expérience pommery #9   



       
           

       
           

       
                          beaux-arts éditions (nov.,2011)
                 la fabrique sonore expérience pommery #9   

Judicaël Lavrador

whenever the bells have no crash

       
                          culture.fr    (april 2011)
                           

montent et descendent
manipulés par les 
musiciens
up and down by
musicians



       
           

       
           

       
                             art in culture :  global korean  (jan. 2011, p. 82)
                             seoul                          

3 bowls each, with 
mild warm water

flowing
continuously

to give a ‘voice’ to 
the objects

regulate the relation between forms
to open a new frame.  
Seulgi Lee    

       
                             art in culture :  global korean  (jan. 2011, p. 83)
                             seoul                          

flying
continuously

just laying down
not attached



       
           

       
           

       
               code 2.0 magazine    (automne 2010)
               paris - brussels                            

       
                             franceculture.com    (sept. 14, 2010)
                             invervention on radio                          



       
           

       
           

       
                             artforum.com    (march 29, 2010)
                           

       
                            bordeaux-info.com    (oct. 14, 2009)
                           



       
           

       
           

       
                            33-bordeaux.com    (oct. 2009)
                           

seulgi lee, IDO (photo Simon Boudvin) evento2009.org

INTIME COLLECTIF

       
                            sud ouest    (oct. 19, 2009, p.30)
                            bordeaux

ma première 
chauffeuse 
du bus

moi

IDO au repos
à son terminus habituel
en banlieue de Bordeaux



       
           

       
           

       
                             art in culture    (march 2009)
                             seoul                         

Lee Seulgi 
IDEM (DITTO)

 Considering the system 
of objects and our society 
IDEM(DITTO), same, she opens 
the possibility of 
a new situation... 
            Kim Jang Un 

Le système des 
objets, 1978
Jean Baudrillard

spaghetti

       
                             code magazine    (winter 2008-09)
                             brussels

L’eau goutte
en permanence

water falling
down slowly



       
           

       
           

the transparent 
drink coming out
permanently

       
                     monthly art magazine  (october 2008), seoul
                     for the gwangju biennale

       
                                  flash art  (july-sept. 2007 )
                                  milano

I’m born in Seoul
and have lived in 
Daegu from 1 to 15
year-old and in
Seoul from 16 to 18
and in Paris since
19 year-old.

like

dokebi, 
meaning goblin (lutin) 
in korea.

dokebi, 
whenever somebody approches 
it, suddenly it turns
right and left violently



       
           

       
           

November 18, 2008
Paris Artseen- Seulgi Lee

The lines between visual and 
performance arts has been growing 
blurrier these past years, especially 
when one examines cutting edge explorations such as those by Seulgi Lee, a South Korean 
artist living in Paris for the past 17 years.  After completing her degree at an arts high school 
in Seoul, Lee came to France to study at the Beaux Arts in Paris. An admirer of Rodin and 
Claudel, as well as work by Renoir, Lee began her studies at the Beaux Arts in a mosaic studio.  
For Lee, deciding to participate in this workshop was part of a realization that one could use 
decorative arts techniques in fine arts work.  Thus began a series of transformations towards 
her own interdisciplinary artistic practice.  In her third year at the Beaux Arts, Lee met Jean-
Luc Vilmouth who’d just begun teaching in the sculpture studio.  «I showed him pictures of 
garbage cans and other things, things I wasn’t willing to show anyone else, and he made me 
realize art could be made out of nothing or anything.»  Most of the students in Vilmouth’s 
group—which Lee became a part of—were doing installation and mixed performance pieces at 
the time, a direction Lee’s work would take.

Given these foundations, one sees how the work Lee has been showing over the past de-
cade here in Paris and in Seoul borrows from the decorative arts in its bright colourings and 
textures; it is playful, almost giddy at times. For example, a 2005 exhibition at Miss China 
Beauty Room in Paris showed a sock tree called «weeping willow» alongside a series of almost 
naïve drawings of single objects floating mid-page.  Her installation piece «c» from a show at 
the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in 2001 recalls something from fairy tales or a 
children’s stage set: out of the edge of a giant grey lump stick live people’s legs (see image).  
In fact, Lee believes that «children are the most serious of people,» and therefore she tries 
to get at the elements of childhood which unite all of us. «Everyone was a child once, its 
something we all share,» she explains, and I want to «create relationships with [and between] 
people»— as well as between objects.  This is why she works with what she calls «standard 
forms» such as blocks and circles, or everyday objects, such as green tea, doors, doorknobs or 
take out cups.

One should not be fooled, however, by the surface lightness of this work.  It exposes its own 
interrogations of serious issues within playful, unthreatening (or less threatening) space.  Take 
for example the take-out cup and straw in her 2008 solo show «Automatic; homage to the 
thief» at Colletpark galérie, Paris. This cup’s an object, Lee explains, we just toss away.  Yet 
in her work she connects the cup and a plastic fast food tray via a straw within which water 
is then circulated «permanently».  This, Lee adds, is opposed to the disposable logic of the 
object, giving it elements of sustainability, making the material take on a constancy unlike 
our daily uses for it.  Similarly, for the show «B side» from the Do Art Gallery in Seoul, Lee’s 
«Green Tea» piece linked two solid green cubes with a bar of running green tea.  Instead of 
constructing a real bar between the cubes, she used the flow of liquid.  The tea is at the same 
time more constant and yet also not fabricated like an object, nor solid in the same manner as 
a bar would have been.  As here, Lee is «interested in creating objects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indirect».  The stream of tea also adds mobility to the work, like a life force 
connecting the cubes.

When asked whether she thinks about impermanence, or what is left behind (speaking both 
of people and objects), in relationship to her own migration to Paris, or how people confront 
others’ leaving, deal with absence, distance or loss, Lee looks stumped and admits that she 
had not conceived of her work this way.  However, she admits, she has moved a lot in her life, 
even in Paris, and her work does deal with that search for the familiar, or a desire to see the 
world from another perspective. For example, she sought out difficult to locate round doork-
nobs for her piece «Porte américaine» (see image) —whereas in France, the doorknobs are 
typically horizontal levers, the round knob, prevalent in the USA, is also the kind she recalls 
from her childhood in Korea. This piece is a door with 7 doorknobs, but, as she said, «only one 
will actually open the door, though many are offered.  It’s the idea that we’re given a lot of 
options but only one works, like in life.»

Lee’s work is also quite political—despite its bright and cheerful camouflage. In fact, the po-
litical aspects of her artwork have lead Lee to put herself in positions of risk, such as for her 
documented performance piece «Une afghane en Corse».  This piece emerged after Lee saw 
images of women in Burkas in a metro ad at a time when she was noticing an increasing num-
ber of covered women around Paris, and was interested in black hooded protesters in Corsica.  
In the interest of bringing these intersecting ideas of people covering themselves up or being 
covered, Lee dressed in bright floral patterns—a small flower motif she later learned is called 
«liberty»— and hooded herself in a similarly floral scarf in which only two eye holes were cut.  
Lee then wandered around the island of Corsica, an island covered with tiny, richly perfumed 
Mediterranean wildflowers. No one would mistake this getup for traditional covering, yet it 
angered some of the people she came across and even frightened a few. «For me, taking risks 
in the real world is very important», Lee explained, which is why she sought out actual protes-
ters to display another political work, the giant yellow banner on which Lee embroidered the 
word «STRIKE» in French: «GRÈVE» in pink thread.  The process of meticulous, time-consuming 
embroidery was, for Lee, also a response to the idea of striking.  For some strikers protest to 
avoid unemployment, which puts one into a position of having too much time on one’s hands, 
and in striking one is also not at work. This piece also touched on an element of the feminist 
idea of women’s work not having value yet being time consuming.  Though Lee never managed 
to get this French banner used in a real demonstration in France, she did manage to have a 
Korean version in held high at a May 1st parade in Seoul.

Whether you enjoy Lee’s work because it helps you, as she hopes to, «see the world with the 
eyes of objects» or «see objects are inhabitants of the earth just as human beings are» or you 
simply laugh at the vibrancy of some childhood echo, this work certainly does reawaken the 
hidden corner of ourselves where the curious child still resides, strangely evoking the future 
adult with all of its complicated politics. 

Currently, Seulgi Lee’s work is represented by La Galerie Colletpark in Paris and she will be 
showing alongside Caroline Molusson at la Ferme du Buisson Centre d’Art in Noisiel near Mar-
ne-la-Vallée (out on RER A from Paris) from January 24 thru March 29th, 2009. 
http://www.lafermedubuisson.com/caroline-molusson-seulgi-lee.html
 
Jennifer K Dick is an author (of Fluorescence, Retina, & Enclosures) and teacher (currently 
at EHESS and Ecole Polytechnique). She co-organizes the bilingual IVY reading series with Mi-
chelle Noteboom in Paris which began in a gallery thanks to curator Susie Hollands. Jennifer 
is now completing her PhD at Paris III on visual uses of the page in poetry: text and image in 
works by Anne marie Albiach, Myung Mi Kim and Susan Howe.
http://ivywritersparis.blogspot.com http://ipreferparis.typepad.com/i_prefer_paris/2008/11/paris-artseen--seulgi-lee.html

       
                         eye prefer paris    (novembre 2008)
                         paris

flowing

don’t write a name
in red !

       
                     art press 2    (nov. dec. jan. 2008)
                     performances contemporaines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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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ances contemporaines   paris

       
                     art press 2    (nov. dec. ja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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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press 2    (nov. dec. jan. 2008)
                     performances contemporaines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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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ances contemporaines   paris



       
           

       
           

       
                     art press 2    (nov. dec. jan. 2008)
                     performances contemporaines   paris

       
                     art press 2    (nov. dec. jan. 2008)
                     performances contemporaines   paris



       
           

       
           women’ secret   (autumn 2005-6)

paris

Métros,
people crossing
in a perpendicular 
way

Rosalie

le chat va bien...

madame figaro korea   (june 2004, p. 121)
seoul

Seulgi Lee doesn’t use the ‘ideas’ 
as a mere tool for her art. Simply 
but strongly, she is on a funda-
mental movement. Won Yi, poet.

models for ALTER,
mise en scène for the photo
by journalists



       
           

       
           misulsegae   (june 2004, p. 52)

seoul

... Like a wheel rolling by itself

misulsegae   (june 2004, p. 53)
seoul



       
           

       
                               misulsegae   (june 2004, p. 54)

                    seoul
dehak neil   (june 2004, p. 8)
seoul



       
           

       
           

dehak neil   (june 2004, p. 9)
seoul art in culture   (june 2004, p. 141)

seoul



       
           

       
           misulsegae   (may 2004)

seoul
flash art   (nov. 2003)



       
           

       
           paris match   (oct. 2-8, 2003)

paris
jalouse   (oct. 2003)
paris



       
           

       
           ds  (oct. 2003)

paris
luca   (dec. 2002, no. 1)
japan

I like very much
the association of
the pictures of those
three different projects.

Paris

Different colored drinks
can be mixed and be drinkable
by sitting down on the transparent 
cushions



       
           

       
           le monde  (dec. 3, 2002, aden) 

paris

Je crois que l’auteur
a dû mélanger 2 différentes
performances que j’avais 
faites...

En même temps ! 

the korea times   (june 27, 2002)

and Glassbox.

What does it mean ‘conceptual’?



       
           

       
           libération   (may 31, 2002)

paris

les murs étaient tou-
jours gris clair
à Paris Project Room,
comme entre white cube
et salle de cinéma ?

Nous avions invité le 
Collège Invisible 
dont je faisais partie.

the walls of Paris Pro-
ject Room were bright 
gray, like in between
White cube and cinema ?

Le Collège Invisible
was the research group
with artists discussing
on internet. I partici-
pated in the program in 
2002 

louise   (april 27, 2002)
paris

surnom de Paris Project Room,
ça sonne ‘pépère’... je ne connaissais 
pas Pinault Printemps la Redoute.

Depuis une dizaine d’années 
j’écris mon nom Seulgi Lee dans la vie
courante. Seulgi étant un seul mot
voulant dire la sagesse en coréen. 

comme des oreilles baladeuses



       
           

       
           art press   (march 2002, no. 277)

paris

télérama   (feb. 20, 2002, no. 2719)
paris



       
           

       
           télérama   (feb. 20, 2002, no. 2719)

paris

j’avais apporté 
cet article à la 
préfecture de police
pour renouveler 
ma carte de séjour 
à l’époque :-)

parissi.com   (feb. 2002)
paris

ça ne s’est pas
passé comme ça.



       
           

       
           le monde   (jan. 02, 2002, aden)

paris
flash art  (oct. nov. 2001)



       
           

       
           paris voice  (sept. 2001)

paris

not working any more.
I check once a year
seulgi@parisprojectroom.org
or almost everyday
seulgi2@gmail.com

marie-claire (summer 2001)
hong-kong



       
           

       
           libération (july 25, 2001)

paris

en francs le tél. n’a 
pas changé...

connaissance des arts  (march 2000, no. 570)
paris

une vraie personne
de peau chocolat
avec qui on pouvait
communiquer uniquement
par écrit sur le post-it 
jaune
les questions tournaient
souvent autour du dispositif

jaune

bleu 
outre m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