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hibition view of The Nature of Line 

 

갤러리 시몬은 2022 년 6 월 9 일 부터 7 월 23 일까지 이세경 작가의 개인전 <The Nature of Line 

선의 본성>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9 년만에 열리는 작가의 개인전으로 그간 선보인 적 없는 

목탄 드로잉과 더불어 머리카락의 조형적 요소에 주목한 작품 100 여점을 소개한다. 

 

http://www.gallerysimon.com/


이세경 작가는 2000 년대 초반부터 작품에 머리카락을 재료로 사용하며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어린 시절, 긴 머리를 고수했던 작가는 요리 연구가였던 어머니로 인해 유달리 

청결함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머리카락의 

양가적 가치에 주목해온 작가는 머리카락이 신체의 일부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갖는 대조적인 

간극을 그대로 반영한 도자기, 카펫 작품을 선보여왔다. 

  

이번 <The Nature of Line 선의 본성>전에서 작가는 머리카락이 지닌 선이라는 조형적 요소에 

주목하며 머리카락의 특수한 물질성과 나아가 미적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모색한다. 

종이 위에 머리카락을 이리저리 놓아가며 선으로의 표현 가능성을 탐구한 작가는 특정한 형상을 

채우겠다는 목적성을 버리고 한 줄 한 줄 머리카락을 쌓았다. 이 과정은 머리카락이 지닌 본연의 

유연한 성질과 작가의 조형적 의지 사이에 팽팽하게 대치되어 특유의 에너지를 담은 파동을 

그려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신작 ‘Accumulation’ 시리즈는 식기가 아닌 종이와 

종이의 질감을 지닌 타일을 주된 지지체로 사용한 것으로, 그간 도자기, 타일, 카펫 등 작가의 

주요 작업의 모태가 되었던 초창기 드로잉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거의 선보인 적 없는 목탄 드로잉 20 여점도 함께 전시돼 머리카락과 선, 물질과 형상을 

오가는 이세경 작가의 작품세계를 느껴볼 수 있다.  

 

이세경(1973) 작가는 성신여대 도예과와 동대학원을 졸업 후 독일 쿤스트아카데미 뮌스터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독일 쿤스틀러하우스, 자를란트미술관, 마르타 헤르포드, 영국 사치갤러리,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아르코미술관 등 국내외 유수의 

미술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작품은 독일 마르타 헤르포드,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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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DISENTANGLE, Andreas Grimm 갤러리, 뉴욕, 미국 



2007    Vanaf nu!..., LLS387, 앤트워프,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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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retion-B05, 2022, 타일, 머리카락, 코팅(Human hair glued on tile and coated),  

38.5 x 30 x 4cm 



 

Accretion-E19, 2022, 타일, 머리카락, 코팅(Human hair glued on tile and coated),  

40.3 x 35.3 x 4cm 

 

 

 

Accretion-A02, 2022, 타일, 머리카락, 코팅(Human hair glued on tile and coated),  

45.4 x 45.4 x 4cm 

 

 



 

Accretion-E13, 2022, 타일, 머리카락, 코팅(Human hair glued on tile and coated),  

21.4 x 21.4 x 4cm 

 

 

 

Accumulation 19, 2020, 종이 위에 목탄(Charcoal on paper), 43.5 x 31.2 x 23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