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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개요

전 시 명 : 풍경의 조각  Fragments of Surroundings
전시기간 : 2014. 9. 29(월) - 10. 24(금)

전시오픈 : 2014. 9. 27(토) 12시

관람시간 : 오후 12시 - 오후 5시(월~금요일)

휴 관 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전시장소 : 박을복자수박물관 제1 기획 전시실(1층)

홈페이지 : www.embromuseum.com
문의전화 : 02-990-7000

◼ 관람 요금

유아 및 학생 : 4000원(개인), 2000원(단체 20명 이상)

성인 : 6000원(개인), 3000원(단체 20명 이상)

◼ 대중교통 이용 

지하철 4호선 수유역(3번 출구) → 120번, 153번 버스탑승 → 덕성여자대학교 하차 후 솔밭공원 끝자락의 메리츠화재연수

원 골목으로 좌회전 → 우측의 메리츠화재연수원과 좌측의 코리아빌리지 지나 → 150미터쯤 언덕으로 올라오면 좌측에 박

을복자수박물관이 있습니다.

◼ 차량 이용 

지하철 수유역을 지나 우이동 방향으로 → 솔밭공원 끝자락의 메리츠화재연수원 골목으로 좌회전 → 우측의 메리츠화재연

수원과 좌측의 코리아빌리지 지나 → 150미터쯤 언덕으로 올라오면 좌측에 박을복자수박물관이 있습니다.

◼ 재단법인 박을복문화재단 후원 

하나은행 274-910006-69804  국민은행 031601-04-171903 

◼ Visiting Hours
Exhibition Dates : September 29 , through October 24 , 2014
Opening Reception : pm 12:00 , September 27, 2014
Exhibition Place : The 1st Gallery Space(1st Floor) at Park Eul Bok Embroidery Museum
Website : www.embromuseum.com   
Phone No. :  82-2-990-7000

◼ Admission Fees 
Children/Students : 4,000 won(Private), 2,000 won(Groups More than 20)
Adult : 6,000 won(Private), 3,000 won(Groups More than 20)

◼ Visiting by Public Transporation
Subway Line 4 (Blue Line) Suyu Station (Exit Number 3) →Change to Buses 120 or 153 → Arrive at Duksung Women’s 
University, go to Solbat Park and then reach the end to find the Training Center for Meritz Insurance Company and take a 
left turn → Pass the Training Center for Meritz Insurance Company and the Korea Village on the left → Walk 150 meters and 
on top of the hill there is the Park Eul Bok Embroidery Museum. 

◼ Visiting by Private Car 
Pass Suyu Subway Station drive towards Wooyidong → Go to Solbat Park and then reach the end to find the Training Center 
for Meritz Insurance Company and take a left turn → Pass the Training Center for Meritz Insurance Company and the Korea 
Village on the left → Walk 150 meters and on top of the hill there is the Park Eul Bok Embroidery Museum. 

본 도록은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본 도록은 초대장을 대신합니다. -

편 집   박을복자수박물관 학예연구실

기 획   오순희(박을복자수박물관 관장)

출 판   오영호(박을복자수박물관 관장)

진 행   정  철(박을복자수박물관 고문)

         조시내, 문선희(학예사), 이현정(교육사)

사 진   프리즘스튜디오 오인규

2014 가을 기획전 
2014년 9월 29일 - 2014년 10월 24일

박을복자수박물관에서는 2014 가을 기획전으로 ‘풍경의 조각’展을 개최합니다. 미국, 한국, 호주 등지에서 활발

히 활동 중인 5인의 작가를 초대하여 다양한 섬유조형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김수미, 오계숙, 윤순란, 이재범, 

조경애는 섬유예술의 재료와 기법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문화의 흐름에 맞춰 작가의 개성이 담긴 새롭고 

다양한 표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섬유의 물성과 형식을 주제에 맞게 활용한 평면, 부조, 입체 예술작품 등 

폭넓은 섬유예술의 세계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시 작품을 바라보는 감상자의 시선이 초대작

가들의 시선과 만나 풍부한 이야기의 장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박을복자수박물관장

오순희, 오영호

The Park Eul Bok Embroidery Museum represents ‘Fragments of surroundings’ for our Fall exhibition in 2014. 
The selected artworks are fiber constructions of 5 artists who have worked in the USA, Korea, and Australia. The 5 
participants, Soo Mee Kim, Ke Sook Lee, Soon Ran Youn, Jae Bum Lee, and Kyounge Ae Cho have been working 
on experimental and creative expressions in various manners, not staying in the conventional boundaries of art 
materials and processes. It is also an opportunity to appreciate the wide ranges of fiber art from 2D and relief to 3D 
artworks that carry out formal and substantial qualities for their subject matters. Upon their creative viewing, we 
wish to hold viewer’s appreciating glances together so as to expand abundant stories in visual art at our museum.

Chairs of Park Eul Bok Embroidery Museum
Soon Hee Oh, Young Ho Oh

Park Eul Bok Embroidery Museum

풍경의 조각展

초대일시 2014. 9. 27(토) 12시

2014. 9. 29(월) - 10. 24(금)

Kyoung Ae Cho 조경애

행로Ⅱ(부분)
2004

35.5x223.5cm

나무, 천, 실, 왁스코팅 마사

Path Ⅱ(Detail)
2004
35.5x223.5cm
Wood, Fabric, Thread, Waxed linen

Fragments of Surroundings

Soon Ran Youn 윤순란

윤순란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섬유예술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

고 인디애나 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인체를 매개

로 일상의 단편이나 철학적인 사색을 표현하는 조형예술가이다. 2000년 

SOFA 전시에서 신예작가로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주요도시와 국내에서 

열린 초대전에 참가하였고, 2002년 조앤 브랜포드 릴리안 엘리엇상을 수

상했다. 현재 성균관대와 이화여대에 출강하고 있다.

Soon Ran Youn obtained her BFA and first MFA from Ewha 
Womans University. and received the second from Indiana 
University. She is a figurative sculptor visualizing fragments 
of daily lives to philosophical interpretations of being. She 
has participated in invitational exhibitions throughout 
the U.S. and Korea since her debut at SOFA in 2000, and 
received the Joanne Brandford Lillian Elliott Award in 
2002. Currently, she teaches at Sungkyunkwan and Ewha 
Woman's Universities.

상징적인 숫자 108은 인생 전반에 걸쳐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는 수많은 

번뇌를 가리킨다. 특정 번뇌로 인해 뜻하지 않은 순간 인생살이에 굴곡이 

생겨나기도 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삶을 전환시키는 결정적

인 계기에 직면하게도 한다. 또한 어느 한 순간 특정 번뇌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순차적으로 때로는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번

뇌에 지배되기도 한다. 내 의지의 범주를 벗어난 외부 자극에 마음이 흔

들리는 심리적인 유약함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어지러운 마음에 스스

로를 옭아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는 무지함은, 정도의 차

이만 있을 뿐 인간이라면 대다수가 겪게 되는 한계이다. 마음에 드리워진 

빛이자 그늘인 번뇌는 누군가에게 정신적인 평정을 위해 극복해야 할 대

상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되기

도 하고 삶을 이어 나갈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108 번뇌를 은유적인 유

머로 풀어낸 이 조형작품이 관람자에게 의미 있는 물러서기가 되어 세상

을 바라보는 통로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번뇌의 깊이를 가늠해 보는 매개

가 되었으면 한다.

The symbolic number 108 adapted from Buddhism imply 
agonies people have to undergo throughout their lifetime. 
Agony stirs up minds at unexpected moments generating ups 
and downs, and even implants crucial turning points toward 
unknown directions that change everything. It often reveals 
people’s weakness of being overly agitated by external 
stimulations beyond their control as well as their ignorance 
of not assimilating that it is them pushing themselves deeper 
to the magnetic swirl. Agony is the light and shadow residing 
in mind. Some people see it as a barrier to overcome 
for achieving emotional substantiality while others as a 
barometer to understand their identities, or a reason to live. 
I hope this would work as a medium for the viewer to step 
back from his/her own agony so as to measure its boundary.

108(부분)
2013

높이 35cm내외

혼합매체

108(Detail)
2013
Approx 35cm in Height
Mixed Media

작가와의 대화와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순란, 이재범, 김수미, 오계숙 공예품)

을 통하여 다양한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 02-990-7000   embromuseum@naver.com   www.embromuseum.com  



Kyoung Ae Cho 조경애

조경애는 덕성여자대학교 산업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크랜부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섬유과를 졸업하였다. 폴록 크래즈너 그랜트, 릴리안 엘리오트 

상, 위스컨신 대학 재단 연구상, 위스컨신 아츠보드 휄로쉽등의 상을 받

은 바 있고, 최근 미국 밀워키의 린든 스컬프쳐 가든에서 있었던 개인전

을 비롯 15회의 개인전과 190회의 그룹전에 참가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썰피스 디자인 저널, 아메리카 크래프트, 화이버 아트, 월간 크라트, 

화이버 아트 투데이, 마스터스: 아트 퀼츠, 아트 텍스타일 오브 더 월드: 

미국편, 노: 누벨 오브제, 등의 책, 각종 전문지 그리고 신문지에 출판되

었다.

현재는 밀워키 위스컨신 주립대학 교수로 미국 위스컨신주 밀워키에 거

주하고 있다.

Kyoung Ae Cho received a BFA from Seoul Duksung 
Women's University  and an MFA from Cranbrook 
Academy of Art. Cho received awards such as Pollock-
Krasner Foundation Grant, The Lillian Elliott Award, 
UWM Foundation and Graduate School Research Award, 
Wisconsin Arts Board Individual Artist Fellowship. 
Cho has been actively exhibiting her works through 15 
solo exhibitions and over 190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recent solo exhibition at Lynden Sculpture Garden, 
Milwaukee, WI, USA. Her work has been reviewed and 
featured in books, magazines and newspapers such as 
Surface Design Journal, American Craft, Fiberarts, Monthly 
CRAT, Fiber Art Today, Masters: Art Quilts, Art Textile of the 
World: USA, No: Nouvel Objet. 
She lives in Milwaukee, Wisconsin, USA as a Professor,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나이테 속엔 지난 시간과 경험이 담겨져 있다. 나무결의 반대로 잘라 더

더욱 드러난 나이테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아름다운 문양

뿐만 아니라 나무의 지난 이야기 또한 보여 주려고 하였다.

Time and experience are carried through the rings of tree. 
These rings are reveled through crosscut and displayed in 
their natural forms, not only showing the beautiful pattern 
but also reveling history. 

Ke Sook Oh 오계숙

오계숙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를 졸업하였고 캔사스아트인

스티튜트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뉴욕, 파리, 런던, 피렌체, 베를린, 아일랜

드, 아트링크 서울 등에서 18회 개인전과 64회 그룹전에 참여하였으며 

샤롯스트릿 화운데이션 휄로, 캔사스아티스커미션 휄로 작가이며, 뮤지움

과 예술단체에 섬유설치 초대강사로 일하고 있다. 2004년 시그리드 월트

만 웰츠 (‘바아 하우스 섬유’ 저자)의 오계숙 작품에 대한 평론 “Ke-Sook 

Lee: Between Culture and Generation.”이 American Craft 출판되었고 

현재 버클리,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하며 작품활동 중이다.

Ke Sook Lee received a BF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ansas City Art Institute. She has shown 18 solo 
exhibitions and 64 group exhibitions in New York, Paris, 
London, Florence, Berlin, Ireland and Seoul. She is a 
Charlotte Street Foundation Fellow and a Kansas Artist 
Commission Fellow. In 2004, her work was the subject of 
an essay by Sigrid Wortmann Weltge (author of Bauhaus 
Textiles) entitled “Ke Sook Lee: Between Cultures and 
Generations,” American Craft. She lives in Berkeley, 
California.

푸른 하늘(부분)
2003-2014

262×228cm

아크릴릭, 19세기 도일리, 쓰던 가정용 대마, 

자수틀, 손 자수 & 혼합 재료 그림

Blue Sky(Detail)
2003-2014

262×228cm
Thread, Arclyic pigment medium, Vintage 

doily and household linen & doily hoop, 
Hand Embroidery & Mixed media painting

나의 할머니는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지만 매일 할머니에게 자수를 배웠

다. 이 작품은 할머니가 알려주신 손자수로 옛 부인들이 만들어 일상생활

에 쓰던 섬유위에 여인들의 모습을 그렸다. 어머니로서, 가정부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하는 모습들은 옛 부인들이 만지던 섬유와 함께 “푸

른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본다.

Using hand embroidered thread that I learned from 
grandmother, I made drawing of women. My grandmother 
did not go to school but knew how to embroider everyday that 
I learned. 
On vintage women’s everyday household linen a shadow of 
mother, wife, homemaker and growing individual woman 
are embroidered. These transfigured images on the vintage 
fabrics flown into the “Blue Sky” embracing freedom.

Jae Bum Lee 이재범

이재범은 서울에서 태어나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섬유미술과와 동대학원

을 졸업하였으며, 홍익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박사과정을 수학했다. 

지금까지 7회의 개인전과 대한민국 공예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

며, 그 외 여러 공모전에서 26회의 수상경력이 있다. 메종 앤 오브제, 뉴

욕 국제 기프트페어, 공예트랜드페어, 서울디자인페스티벌, 도시농부의 

작업실, 미술과 놀이 등 국내외 단체전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국립현대

미술관 미술은행과 파주출판도시 문화재단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펠터 대표이며, 상명대학교, 충남대학교에 출강중이다.

Jae Bum Lee was born in Seoul, Korea and graduated from 
both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of Fiber 
Art at Kyungwon University. 
He studied a doctorate course of Design·Craft at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His experience includes seven 
previous individual exhibitions, receipt of the excellence 
award in the Korea Arts and Crafts Awards, and twenty six 
awards from various other art contests.
Lee participated in various domestic and overseas 
exhibi t ions such as Maison and Objet ,  New York 
International Gift Fair, Graft Trend Fair, Seoul Design 
Festival, An Urban Farmer’s Atelier, Art and Play etc. His 
works are being housed in Art Bank of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Paju Book City Culture 
Foundation etc. 
Lee runs his own company ‘Felter’ and teaches at 
Sangmyung University an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오랜 시간 동안 양모의 물성을 연구하면서 다양한 실험적인 기법을 개발

하였다. 천연섬유이며 동물성 섬유인 양모는 지금까지 나에게 무궁무진

하게 변화하는 물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비로소 마술 같

은 양모의 물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작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작업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와 같은 작업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언제나 나의 작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2009

년에는 평면과 크기가 한정된 기존 펠트기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의 

‘입체펠트기법-깎기, 씌우기, 압축하기, 찌르기-’을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더 다양한 표현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펠트회화’와 ‘스티치드로

잉’ 등을 실험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부드러운 도자기’ 작품은 

펠트로 만든 도자기 위에 바느질로 그림을 그리듯이(스티치드로잉) 이미

지를 표현한 것이다. 섬유의 물성을 가진 도자기를 표현하고 싶었다. 그

리고 이 도자기에 과거, 현재, 미래의 이미지를 담고 싶었다. 

I have developed various experimental techniques by studying 
the properties of wool. Wool, which is a natural and animal 
fabric, has shown endless changing properties to me.  
I understand for the first time to a degree the properties of wool 
and think that I reached the step which I work what I want. To 
pursue new things without ceasing is my ultimate goal. Trials 
and errors in these works have always been large portion in my 
works. In 2009, after many trials and errors, I have developed 
'3D Felt Technique-cutting, covering, compressing, pricking' 
which is a new technique out of common felt technique that 
is limited in flat and size. I am experimenting 'Felt Painting' 
and 'Stitch Drawing' in order to research much more diverse 
expressive techniques recently.  My work called 'Soft Ceramic' 
which was entered in this exhibition expresses images painting 
with stitch on the ceramic which was made of felt. I have wanted 
to express the ceramic which is having the properties of fabric 
and wanted to show the images of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on this ceramic as well.

Soo Mee Kim 김수미

기억속의 풍경(부분)
2014

115×55cm

양모, 실크, 모헤어

Landscape in Memory(Detail)
2014

115×55cm
Wool, Silk, Mohair 

김수미는 양모를 사용하여 펠트기법으로 풍경화를 그리는 한편 회화적

이고 감각적인 아트웨어를 제작하며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펠트 아티

스트이다.

Soomee Kim is an Australian felt artist creating landscape wall 
art and wearable art. She obtained Masters degree in Applied 
Art majoring in Batik, Tapestry and Weaving before she moved 
to Australia in 1986. While studying Textile Art and Design at 
Box Hill Institute Soomee was introduced to felt making and so 
began her journey of discovery in this medium. After working 
with different Australian Felters and Russian Professor 
Alexander Pilin she began to research the history of this 
ancient craft and the various traditional felt techniques while 
at the same time developing her skill and a very unique style. 
Soomee is pioneering her own path as felt artist and working 
as a visiting professor in Designs at Ulaanbaatar University in 
Mongolia and has also participated in the ‘Australian Forum 
for Textile Arts’  ‘Grampians Textile’ and other international 
forums as a guest lecture. Currently she is the Director of 
Wool Designs center at Ulaanbaatar University Mongolia, Chief 
designer at the Lamb Wool Craft Co.

김수미의 풍경화는 특정한 장소나 시간의 풍경이 아니라 작가의 기억 저

편에 남아 있는 수많은 장소와 시간속의 풍경이다. 그 안으로 걸어 들어

가 저 너머를 보고자 하는 작가의 바람의 표상이자 보는 이들이 풍경 속

에서 다시 자연의 평온함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초대이기도 하다.

Soomee’s landscapes are inspired by her memory of places 
at different times in her life rather than a realistic depiction 
of a scene. Her landscapes reflect the artist’s desire to walk 
into the scene and move to beyond it. Soomee hopes her 
work invites the viewer to enter the scenes and reconnect 
with the serenity of the nature.

행로Ⅱ
2004

35.5×223.5cm

나무, 천, 실, 왁스코팅 마사

PathⅡ

2004
35.5×223.5cm

Wood, Fabric, Thread, Waxed Linen

부드러운 도자기
2014

17×30×17cm

양모, 단열판, 실, 입체펠트, 스티치드로잉

Soft Ceramic
2014

17×30×17cm
Wool, Styrofoam, Thread, 

3D Felt technique, Stitch draw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