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고르기 Respire  Ø22X98X1660(길이)mm / 실 thread, 라텍스 latex, 18K 금 gold / 2007 들숨 날숨 Inhale Exhale  80X120X20mm / 철 iron, 라텍스 latex, 실 thread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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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은 장신구의 재료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또한 매력이다. 철은 강력한 힘의 

상징이지만 영구적이지 못하다. 철은 시간을 품을 수 

있지만 그 시간과 함께 어느 순간 제 모습을 잃는다. 

철의 이러한 속성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거나 부와 

권력,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장신구와는 

어울리지 못 한다. 철은 인간의 욕망과 동시에 그것의 

부질없음을 함께 품고 있는 매력적인 재료이다. 둔탁한 

질량감을 가지는 철 고유의 회색은 불과 함께 검게 

변한다. 착색된 검은 색은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없는 

무한의 어둠과 같고, 시간의 흔적을 품은 붉은 녹은 

먼지가 되고 다시 기약할 수 없는 미래로 흩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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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 

2008  갤러리 담 초대전 ‘숨쉬기’/ 서울

2005  EBS 스페이스 초대전 ‘마음에 차는 장신구’/ 서울 

2004  ‘그리다’, 두 아트 갤러리/ 서울 

2000  크래프트 스페이스 목금토 초대전 ‘시간 ∙ 공간’/ 서울 

2000  갤러리 파인게할트 초대전/ 독일 슈투트가르트 

단체전 

2008  touching warms the art, Museum of Contemporary Craft/ 미국 오레곤

2007  제22회 조형금속공예회전 ‘匠터’, 인사아트센타/ 서울* 

         이타미 국제 공예전 ‘Jewellery’, 이타미시립공예박물관/ 일본 이타미* 

         2000~ 뉴욕, 시카고 국제 박람회 SOFA(Sculpture, Objects and Function Arts)/ 미국 

         장신구상, 인사아트센타/ 서울* 

2006  남자를 위한 장신구, 쇳대박물관/ 서울* 

         제21회 조형금속공예회전, 선화랑/ 서울* 

         꿈을 담은 목걸이 100선전, The Collection 서울옥션 강남점/ 서울 

         Palmbeach3 Contemporary Photography Art+Design/ 미국 플로리다* 

2005  제20회 조형금속공예회전 ‘이음’, 인사아트센타/ 서울* 

         알케미스츠, 50개의 상자, 50개의 서프라이즈, 인사아트센타/ 서울* 

         이타미 국제 공예전 ‘Jewellery’, 이타미시립공예박물관/ 일본 이타미* 

         21세기 공예의 모험-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 기획전; 재활용으로서의 공예/ 청주* 

         인공의 지평-치우금속공예관 개관전/ 서울* 

         8인의 예술장신구, 광주신세계 갤러리, 광주&가나아트샵/ 광주 

         제57회 국제 공예 박람회 기획전시 ‘Schmuck 2005’/ 독일 뮌헨* 

2004  장신구제안,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제19회 조형금속공예회전 ‘상상채집’, 인사아트센타/ 서울* 

         200rings, Gallery Space/ 미국 샌프란시스코우 

         알케미스츠, 인사아트센타/ 서울* 

         제안, 치우금속공예관/ 서울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공예문화진흥원 기획공모전 선정전시/ 서울* 

         제56회 국제 공예 박람회 기획전시 ‘Schmuck 2004’/ 독일 뮌헨* 

2003  International Jewelry Exhibition, Gallery Materia/ 미국 아리조나 

        차와 함께 하는 공예전, 크래프트 하우스/ 서울 

        조형금속공예회전, 국민대학교 조형갤러리/ 서울 

        알케미스츠, 인사아트센타/ 서울* 

        장신구제안-8인전, 인사아트센타, 갤러리 포/ 서울, 부산* 

        신소장품전 2002,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2  At Beauty's Edge, Soul-Stirring Works, Gallery Patina/ 미국 뉴멕시코 

        알케미스츠-700개의 언약/ 인사아트센타 서울* 

        자연과 시간, 독일금속공예관/ 독일 하나우* 

        제54회 국제 공예 박람회 기획전시 ‘Schmuck 2002’/ 독일 뮌헨*  

2002  젊은 모색 2002,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1  장신구제안-6인전, 크래프트 스페이스 목금토/ 서울*  

        작가 6인이 제안하는 가을 장신구, 문화공간 브룩스/ 청주  

        보물찾기, 갤러리 아티그램/ 서울  

        장신구 2001, 새 천년의 아방가르드, 빌헬름 바겐펠트 박물관/ 독일 브레멘  

        제53회 국제 공예 박람회 기획전시 ‘Schmuck 2001’/ 독일 뮌헨*  

        상상 속의 장신구전, 크래프트 스페이스 목금토/ 서울  

2000  Int. 20th Century Arts Fair New York/ 미국 뉴욕  

        갤러리 사간 개관전 ‘모래사이’/ 서울*  

1999  장신구3인전-세바스챤 하르트코프, 헤르만 헤름젠, 갤러리 체브라/ 독일 뒤셀도르프  

        '99 국제 공예전, 이타미공예미술관/ 일본 이타미  

        For you-For me/ 독일 슈배비쉬 그뮌트*  

        장신구와 소리, 갤러리 체브라/ 독일 뒤셀도르프  

        생활 미감-공예와 디자인전, 성곡미술관/ 서울*  

        장신구3인전-우테 아이첸회퍼, 빌프리트 호우바, 갤러리 미쉘 첼러/ 스위스 베른  

        제51회 국제 공예 박람회 기획전시 ‘Schmuck '99’/ 독일 뮌헨*  

        장신구, 안헴의 선택. 안헴 현대미술관/ 네덜란드 안헴*  

        고대 반지들-현대 반지들의 만남, 갤러리 카탸 리트/ 독일 뮌헨  

1998  후진양성을 위한 공모전 1998-장신구와 용기/ 독일 하나우, 이다-오버슈타인*  

        바덴-뷔르템베르그주 공예전 '98/ 독일 라우프하임*  

        디자인 2000, 국제 장신구 박람회 런던 '98/ 영국 런던  

        미도라 디자인전 '98/ 독일 라이프찌히*  

        남성을 위한 장신구, 갤러리 미셀 첼러/ 스위스 베른  

        사물의 순환/ 스위스 찌겔브뤽케, 베른*  

        제12회 실버트리엔날레/  

        하나우, 포르츠하임, 부다페스트, 프라하, 스쿤호펜, 안트워펜*  

        Degree Show, Galerie Marzee / 네덜란드 네이메헨*  

        제50회 국제 공예 박람회 기획전시 ‘Schmuck '98’/ 독일 뮌헨*  

        생활과 기쁨 공예전/ 독일 칼스루에, 슈투트가르트('97)  

1997  팔과 어깨 장신구전, 갤러리 미셀 첼러/ 스위스 베른  

1996  요한 미하엘 마우허 공예전/ 독일 슈배비쉬 그뮌트  

        국제 장신구전 CAMELOT 1114/ 폴란드*                                          

                                                                                                                 *카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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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과천, The Alice and Louis Koch Collection/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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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숨소리는 나의 가슴을 울리고 나의 의식을 깨운다. 한 숨 한 

숨 내쉬는 숨들에서 나는 현재를 얻는다. 그 현재들은 곧 

사라지지만,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들은 나를 만든다. 장신구 

만들기는 한 숨 한 숨 쌓여 이룬 기억들을 찾아나서는 여로이다. 

그 기억들로 이루어지는 장신구들은 스스로 형상들을 가지고,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어 나간다. 가장 일상적이며 가장 근본적인 

살아있음의 의미인 숨쉬기와 비롯되는 나의 작업들은 장신구가 

가질 수 있는 의미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작은 것에서 

찾아내는 일상의 즐거움, 그 일상에서의 일탈이 장신구 만들기의 

즐거움이다. 장신구는 만드는 이에게나 그것을 착용하는 이에게 

하나의 자기 표현이며 미학적 자기 발언의 매개체이다. 

현대장신구는 작가나 착용자로 하여금 감성적이며 때로는 지적인 

사고의 교환을 요구하며, 작가와 장신구, 장신구와 착용자 그리고 

착용자와 작가 사이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숨쉬기 Breathe 이동춘 장신구전 Lee, Dongchun Art Jewelry Exhibition 

도록 디자인 Design 김형진 Hyung-jin Kim / 사진 Photography 박광춘 Kwang-choon Park, KC Studio / 발행 2008.1 
Ⓒ Copyright 2008 Dongchun Lee

(표지작품) 들숨 날숨 Inhale Exhale  85X180X36mm / 실 thread, 철 iron, 라텍스 latex / 2007 

(우측작품) 숨쉬기 Breathe  78X138X23mm / 철 iron, 라텍스 latex, 페인팅 painting / 2007 

이동춘 장신구전  Lee, Dongchun Art Jewelry Exhibition 

2008년 1월 21일(월 Mon.) - 1월 30일(수 Wed.) 갤러리 담 

숨쉬기 
Breathe 

숨고르기 Respire  90X162X22mm / 철 iron, 라텍스 latex, 실 thread / 2007심장 Heart  80X162X30mm / 철 iron, 페인팅 painting / 2007심장 Heart  131X190X27mm / 철 iron, 페인팅 painting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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