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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했던 공간인 옛 제주대학교 병원 건물이 이제는 지친 마음과 

외로운 영혼을 달래는 마음의 치유공간으로 바뀐 셈인데, 특히 예술작품은 공감과 소통을 

통해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지요. 

2017년에는 개관기념 초대전으로 재독작가인 <정영창>展을 개최해 많은 분이 정 작가의 

작품세계를 접하고 많은 공감과 감동을 얻어갔습니다. 올해에는 기획초대전으로 재미 

화가인 천세련 작가의 초청전을 준비했습니다. 

천 작가는 젊었을 때 도미해 작품 활동과 더불어 전시기획·교육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

하게 활동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국적·다민족 사회인 미국 사회에서 동양성을 

미학적 본질로 탐구하는 작품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고 

형성해 국내에서도 여러 번 전시를 하기도 했지만, 평화의 섬 제주에서의 전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녀의 작품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벌써 큰 기대를 

하게 합니다. 

예술공간 이아는 전문적인 미술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시공간인 

갤러리는 개관 이후 많은 작가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곳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는 작가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그 증거이지요. 마음과 영혼의 

치유 공간으로 진화가 한창 진행 중인 이아에서 천 작가의 작품전을 가지는 것은 작품과 

공간이 일치되는 일체감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번 천세련展을 통해, 예술공간 이아가 한층 볼만한 전시를 여는, 가볼 만한 전시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이 이번 전시회를 아주 많이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천 작가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시를 준비해주신 이아 

식구들에게도. 

The old building of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at healed people’s pain in 

the past has transformed into a healing space for souls and hearts. Art is the most 

powerful means of healing souls through empathy and communication. 

In 2017, Art Space IAa invited an exhibition of Korean German artist Jeong Young 

Chang for the inauguration ceremony, and the creative world of Jeong’s art moved 

the audience’s hearts. This year, we are opening the invitational exhibition of the 

Korean American artist Sei Ryun Chun. 

Chun is known as an active artist who engages in many fields such as exhibition 

planning, education as well as her artwork after moving to America. She has been 

yielding work that explores the aesthetic essence of Asian culture in multinational 

and multi-ethnic society of America. She has presented her unique art in Korea, 

and it is all the more significant to host her exhibition on the island of peace. For 

that reason,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show where the audience can see her 

work in person. 

Art Space IAa is not a museum specialized in art, but more artists have been 

expressing their admiration for and the intention to show their work at IAa since 

the opening day. As IAa is in the process of evolving into a healing space for souls 

and hearts, the exhibition of Sei Ryun Chun will create a sense of unity between 

her work and space.  

Through this exhibition, I genuinely hope that Art Space IAa takes another step 

towards a cherished public exhibition space for great artwork. Also,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our appreciation for the artist Sei Ryun Chun and 

the staff members of IAa who worked hard for the exhibition.

예술공간 이아에서 만나는 천세련展 에 붙여 On <UBIQUITOUS> by Sei Ryun Chun at Art Space IAa

인사말 Greetings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Kyung Hoon Park  Chief Director of Jeju Foundation of Arts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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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 제목을 <UBIQUITOUS>로 하였다. 라틴어로 

‘UBIQUITOUS’를 번역하면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언제 어디서나’ 라는 의미이며, 순한국어로는 ‘두리누리’ 이

다. ‘온누리 세상 어디서나 정보 통신망 접속이 가능하다’는 

컴퓨터 용어다. 

나는 ‘UBIQUITOUS’ 가 순수 미술 예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 답으로 표현의 자유와 작

가의 의도대로 추구하는 세계관을 관객들과 소통하고 교감

을 나눌 때 전시를 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보람과 기쁨이 주

어진다고 답하였다.

그 이유는 늘 작업 과정을 보는 주위 사람들은 나보다 더 객

관화하여 평을 하여 주기에 대화할 때 막혔던 생각이 물꼬

를 열어 고심을 풀어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양한 감

상, 소감, 자신들이 보고 느낀 점을 들을 때 흥미가 있다. 

나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라는 ‘天圓地方’ 동양사상을 

OM시리즈로 풀어내었다. 그 중 원 시리즈 연작의 오브제

는 고대문명의 상징 바퀴에서 영감을 얻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무종 주제로 크고 작은 원들로 은하수 밤하늘의 

별자리로 설치작업을 한다. 그 하늘과 땅 사이 사람과 사람

들 사이의 인연줄을 실로 이어서 엮었다. 마음에는 실핏줄처럼 연결된 실뭉치들이 얼키고 설키어진 심상의 그물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사람들마다 좋은 인연을 만나 서로 마음의 창을 열어 실타래를 풀어서 형상을 만든다. 인연이 닿아야 하고 인연이 주어지기 위해 연줄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가는 길이 있었다. 성황당 마을 어귀 고개마루 고목에 오방색으로 천을 묶어서 수호신으로 쌓아놓은 돌과 천하대장

군 천하여장군 옛 정취를 자아내는 정자의 쉼터는 한국 고유환경 설치미술이다.

첫 돌상에 흰 실을 놓아서 아기가 잡으면 장수를 한다고 하듯 실은 목숨줄 인생사 희비를 맺고 푼다. 날실과 올실 전시때 한국 전통 매듭은 

궁중에서는 신분의 상징, 민간에서는 실이 생활도구 필수품이었다. 옷감을 짜고 다복을 상징하는 문양을 수놓아서 무병장수를 기원 

하였다.

구글의 로고가 흰색 바탕에 오방색으로 디자인 한 것을 보면서 음양오행 상생상극하는 정보망이 지구촌으로 오색실로 퍼지는 것 같다.

주판에서 컴퓨터 아날로그, 디지털 전자회로, 다용도 디지털 컴퓨터로 더 빠르고 성능이 좋은 미래의 컴퓨터를 제작 한다. 공상과학영화

처럼 인간의 지능과 생각을 소프트웨어 메모리 실행 작동, 가상하여 세계를 그려본다.

빛보다 빠른 생각 텔레파시를 이어주는 연줄은 마음 실타래가 무한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다. 

나무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실뿌리들의 연결이 서있는 나무를 땅위에 지탱하듯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존재하게 한다.

중세 때는 언제 어디서나 종교적 신의 존재가 함께하였고, 현대인들은 거미줄처럼 지구촌을 이어주는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망 

WWW(WORLD WIDE WEB)가 이시대의 자화상이 아닐까?                                                      

I named this solo exhibition <UBIQUITOUS>. Ubiquitous in Latin means ‘all present simultaneously, anytime anywhere,’ and durinuri (두리

누리) is the pure Korean word for it. Ubiquitous nowadays is terminology that describes the access available to the network of information 

anywhere in the world. 

Someone asked me how the word ubiquitous relates to fine art. I said it is connected in the sense that when the artist can practic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communicate his or her worldview to the audience, the true reward and joy of work and exhibition occurs. 

People who watch my work process give me objective feedback, which would push me through the artist’s block. I am inspired when I 

hear different impressions, opinions, and what people think of their experiences.

I portrayed the ancient Asian philosophy of “Tian Yuan Di Fang 天圆地方” which refers to “round sky and square earth” in the OM series. 

Among them, the circle series was inspired by the symbolic wheels of ancient civilization. The installation work depicts constellations 

of the Milky Way in large and small circles under the theme of “no beginning or ending.” I installed lines between people to symbolize 

human relationship on earth. Isn’t it true that nets of tangled and connected imageries are in one’s heart like the capillary vessels? When 

someone builds a good relationship with another with an open heart, it untangles the threads and creates some imagery. There were 

roads that they each trod to reach one another hoping to continue the relationship. In South Korea, there is a unique installation art to 

tie five colored cloths around an old tree by the village shrine. People stacked stones one by one to build a pillar as a protector of the 

village. There are warrior figures and a pavilion that take you back to the olden sentiment of Korea. In the past, threads mean a lot of life 

events, joy, and sorrow. On a baby’s first birthday, white threads are served on the table for the baby to grab for a long-lived life.  Korean 

traditional knots symbolized each status in the court, and they were a necessity for ordinary people. Patterns of abundance and fortune 

were embroidered on textile for good health and longevity.

Google’s logo design is in a black background with five colors (obang colors) which seems like the worldwide web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of the universe are spreading over the world.From the abacus to computer analog, digital electronic circuits, and the multipurpose 

digital computer; computers are coming along with better performance and higher speed. I imagine the world that human intelligence and the 

thinking process run software like in the 

science fiction movies.

The lines of relationship connecting each 

one’s telepathy lead to the countless 

threads of hearts. Like the trees upheld 

by the fibrous roots underground, 

invisible elements make things possible 

to appear.

In the Middle Ages, the existence 

of God was ever-present anywhere 

anytime. Now we can consider the World 

Wide Web to portray the world that is 

connected by the computers.

Ubiquitous  Mixed media on wood & thread, diameter 100, 2015

Milky Way  Installation, Mixed Media on leather, 500ft, 2010

작가노트 Artis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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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외형과 본질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외형적인 표현은 당연히 원을 만들거나 그리는 것이다. CD, 

접시나 다기의 바닥과 뚜껑, 북이나 장구 등 타악기의 두드리는 부분 등이 그렇다. CD는 21세기 시대적 산물

이요 디지털 문화의 상징이다. 접시나 다기는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의 도구가 되었다. 음식을 담

거나 차를 마시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이나 장구는 오래전부터 의식을 행하거나 축제 때 사용된 악

기로 가죽을 끝에 붙여 두드리는 소리를 낸다. 그렇다면 본질의 표현은 어떠한 것일까?

다도의 본질은 원 그리고 소통 뉴욕에서 활동하는 재미 화가 천세련은 원의 본질을 표현한다. 그녀가 표현하는 

원의 본질을 한국 전통문화와 철학을 통한 의사소통이다. 그녀는 <OM> 이라는 타이틀로 개인전을 가졌었다. 그

리고 오프닝 리셉션에서 그녀는 원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다도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다도의 본질은 원이다. 차

를 끓이고 다기에 따르는 과정을 통해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와 상징을 작품을 보기 위해 그곳에 참여한 관객들

과 소통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이란 주고받는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다분히 원의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작가 천세련은 자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장구와 북에 붙어있는 둥근 가죽을 떼어내어 캔버스로 사용하고 

그 위에 찻물을 들이고 페인트칠을 하고 모래와 조개껍데기, 녹찻잎 등의 혼합재료를 붙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은은하게 배어드는 색감은 관객들에게 밤하늘을 가득 수놓는 별들이 되어 무한한 우주를 유영하듯 

상상의 세계로 이끈다. 어느덧 우리가 몸담은 이 우주를 표현하는 형상이 된 것이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

늘을 바라보면 이 우주는 둥근 형상으로 다가온다. 한국 전통 사상 중의 하나인 천지인 사상이나 불교의 선적

인 면을 관객이 직접 느끼도록 갤러리 내부의 허공에 둥근 장구 가죽 캔버스를 실로 꿰어 매달았다. 크기를 

달리하여 매달린 원형의 작품들은 각각의 작품 하나하나가 소우주가 되고 이들이 모여 대우주를 이룬다. 

토속적 신화와 여성적 아름다움의 극치 

롱아일랜드 대학교의 이승 교수는 작가에 대한 평론에서 “관객들은 이번 전시에서 자신과 우주, 자신과 타

인, 그리고 더 심오하게는 자신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천착하고 있는 화가 천세련의 작품세계에 깊이 몰입하

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다. 그녀의 한국적 정체성은 한글, 장구판, 보자기 등의 재료 사용을 통해 표현됨으

로써 한국문화 속에 깊숙이 녹아 있는 토속적 신화와 여성적 아름다움을 암시해준다.”라고 표현했다. 또한 

“천세련이 오프닝 행사에서 보여준 명상적인 차 시연에서 발아한 ‘OM’아트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불자들의 

외경심과 궤를 같이하면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차를 우려내고 우려낸 찻잎을 작품으로 재생해가는 과정

에서 얻어진 작가의 영감은 단순하고 기본적인 구도 속에서 대담하지만 교만하지 않은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갤러리 전체를 아름답게 채워준다. 캔버스에 찻물이 배어든 흔적에 색감과 입체감이 더해지면서 독특한 그

녀만의 작품세계가 만들어진다. 천세련의 작품에서 묻어나는 여성적인 아름다움은 나에게 이율곡의 현모인 

신사임당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신사임당의 작품에서처럼 그녀의 작품 역시 자연이 주는 본원적 아름

다움과 재능있는 한국여류화가의 이상적인 묘사능력을 보여준다. ‘원형의 하늘과 정방형의 지구’가 암시하

는 은유는 화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외형 자체와 그 형상을 통해 상징하고자 하는 본질 간의 연결 관계를 끌어

내고자 하는 메시지와 일치하는 것이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연과 우주를 원의 형상 속에서 신비스러운 색감으로 표

현하는 그녀의 작품 앞에 서서 그녀가 창조해가는 선적인 우주와 OM소리의 전통을 경험해보는 것은 어떨까. 

평론 Exhibition Review김광태 VERGIL AMERICA 미술담당기자 Kim Kwang Tae Art reporter of VERGIL AMERICA 

우주의 본질을 형상화하다 Materializing the Nature of th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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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ny ways to depict the shape and the essence of a circle. An obvious way of description is, of course, 

making or drawing a circle. A CD, the bottom and lid of dishes or teacups, and the top of percussion instruments 

such as drums are examples. A CD is a product of the 21st century and is a symbol of the digital culture. Dishes 

and teacups became everyday essentials indispensable to our lives for serving food or drinking tea.  The drum has 

long been used to perform music for ceremonies or festivals by the beating sounds from the leather surface on top 

of the instrument. Then, what is the expression of their essence?

The essence of the tea ceremony as well as the work of Sei Ryun Chun, who works in New York, present the nature 

of a circle. The heart is communication through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philosophy. She had held a solo 

exhibition titled <OM>. At the opening reception, she showed a tea ceremony performance to reveal the essence 

of a circle. Through the process of boiling the tea and pouring it into the cup, she communicated the meaning 

and symbols within her work to the audience. Communication is completing a loop by giving and taking, which 

embodies the essence of circle.

Sei Ryun Chun removed the round leather attached to Janggu (a type of a beating drum) and used it as a canvas. 

She dyed it with tea leaves, painted it, and added sand, shells, and green tea leaves on it. The soft color that is 

absorbed from the process leads the audience into the imaginary world as if they are floating among the stars in 

the night sky. It became a material that expresses our universe. When we look at the sky, this universe comes in 

a rounded shape. Chun hanged round leather canvases in the gallery so that the audience can feel the elements 

of the Korean traditional thought of Cheonjiin (Heaven-Earth Human) and the Buddhist philosophy of zen. Each 

circular pieces in different sizes become a microcosm and make up the vast universe.

The Ultimate Beauty of Feminine and the Folk Legends
Professor Yi Seung of Long Island University commented on Sei Ryun Chun’s work that ‘the audience will feel 

drawn to deeply immerse themselves in the work of the artist who is in touch with herself, the universe, and more 

profoundly, the relationship between her inner world. Her Korean identity is expressed through the materials such 

as Hangul, Janggu leather covers, and bojagi, the wrapping cloth, suggesting a folk myth and feminine beauty 

deeply embedded in Korean culture.’ Also, he said that “her <OM> art germinated at the demonstration of the 

meditative tea ceremony at the opening captivated the audience in the same way that the Buddhists share the 

awe of the time flow. The artist’s inspiration from the process of brewing tea and using the tea leaves as part of her 

work is filled the gallery with the beauty while creating bold but humble energy in elemental and straightforward 

composition. Her unique world of art is created as colors, and the three-dimensional effect is added on top of the 

tea stains on the canvas. The feminine beauty in Chun’s work reminds me of the image of Shin Saimdang, the wise 

mother of Lee Yulgok . Like in Shin Saimdang’s art, Chun’s work also displays the beauty of nature and the ideal 

capacity of details of a talented Korean artist. The metaphor implied by the ‘spherical sky and the square earth’ is 

consistent with the message that draws out the connection between the outer shapes and the essence symbolized 

by them.

It would be a treat to stop the busy daily routine and experience the tradition of OM and its sound as well as the 

universe in the form of a circle by the artist who depicts the nature and universe in a mysterious color.

Circle series  
Leather, Mixed media, installaion

diameter 30, 2009



천세련은 물질의 탐구와 형태의 실험을 통하여 공간과의 조우를 모색하면서 마

치 구도자처럼 미의 세계를 순례하는 보헤미안이다. 건국대학교 생활미술과를 

졸업하고 잠시 모국에서 고등학교 교사생활을 하다가 8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

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작업하는 작업여정에는 

자연과 인간,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그의 사유와 작품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동력은 차(茶)에서 비롯된다.

그는 늘 차를 마시는 고독한 과정을 즐기면서 작업을 구상한다. 차향을 음미하

고 명상하는 과정에서 영적 에너지를 획득하여 이를 작업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현대미술의 다양한 표현기법이 망라된 긴장과 이완

의 산물이다. 그의 OM연작을 보게 되면 화면은 다채로우면서도 조화롭게 뿌려

진 색점들의 파동에 의해 마치 세포가 분열하는 듯한 강한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

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 형태학적으로 이를 응축시키거나 제어하기 위한 미적

장치가 요구될 수 있는 바, 작가는 실을 이용하여 긴장성을 이완시키고 관계성의 

철학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어찌 보면 단순한 물질들의 복합체인 그의 작품이 하나의 즉자존재로서 존재론

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관계라면 더욱 책임감을 요구받게 될 것

이다. 하이데거 식으로 말하자면 ‘나의 존재는 그저 나의 결단, 나의 순수한 사

고, 나의 해석에만 의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세계의 물질적인 조건에 의

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적 욕망 주체로서 작가의 사유 현상과 

물질적인 조건의 복합체, 세계-안의-존재(Inder-Welt-sein)로서 작가적 사유

의 결과물이 바로 그의 작품세계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몇 가지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우주의 존재방식인 생성과 

소멸, 구속과 자유, 하늘과 땅, 긴장과 이완 등 이항대립적 가치들이 충돌하지 않고 조

우하고 순환되는 것이다. OM의 연장선상에 있는 설치작업 <Milky Way> 같은 작업

에서 작가는 이러한 작가의 세계관을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작업은 개별

적 작품들이 물결 같은 연속성을 띠며 순환, 혹은 반복되거나 조형적 고려에 의해 공

간의 일부로 존재한다. 작가의 구성에 의한 것이지만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부각하거

나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인지 땅인지, 또는 사람인지 미물인지 

모를 벽면의 설치물들은 미묘한 긴장성과 리듬감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세상

의 모든 비속과 외로움마저도 감싸 안을 듯한 여유로움과도 상통한다. 화면 전반에 

간간이 드러나는 유형·무형의 형태들은 작가적 사유와 재료의 물성에 의해 자연스럽

게 드러난 흔적들이 서로 어우러져 생명 충만한 명상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요소

가 되고 있다. 마치 수도승이 벽면을 응시하며 우주를 사유하듯이 작가는 명상으로 

부터 형태를 이끌어 내고 공간으로 부터 천지(天地)를 구현해 내고 있는 것이다.

Sei Ryun Chun is a bohemian who pilgrims the world of beauty, searching 
for encounters with space through inquiries and experiments of materials 
and forms. After graduating from Konkuk University with Living Design 
major, Chun worked as a high school teacher in her native country. In the 
early 1980s, she moved to the US and worked in New York and traveling 
between Korea and Europe, creating work on nature, human being, 
mediating on heavens and earth. What makes this all possible comes from 
tea.
She envisions her work during the solitary process of drinking tea. She 
enjoys the scent of tea and meditation, which provides her spiritual 
energy for her artwork. Her work is a product of tension and relaxation 
encompassing various techniques of contemporary art. In her OM series, 
you find that the canvas radiates powerful energy similar to dividing cells 
through the waves of colorful and harmonious color dots scattered on it. 
An aesthetic device may be necessary to condense or control the form of 
energy, and the artist uses threads to soothe the tension and bring the 
philosophy of relationship to the fore.
Chun’s workpieces are a complex of simple materials, in a way, though 
they possess valid reasons for their existence, let alone the human 
relationship requires responsibility. In Heidegger’s terms, my existence is 
not a mere result of my determination, pure thought, or my interpretation. 
Also, it is not solely defined by the material conditions of the world. As a 
subject of aesthetic desire, her artwork is the result of Inder-Welt-sein or 
the complex body of her thoughts and the material conditions.
Chun’s work contains several narrative structures. That is, binomial 
opposing values such as creation and extinction, redemption and 
freedom, heaven and earth, tension and relaxation meet and circulate 
in the existence of the universe. In <Milky Way>, which is an extension 
of OM, the artist presents a logical view of the worldview by circulating 
or repeating patterns like waves in continuity. Such composition 
emphasizes each pattern’s value and complements each other. Wall 
installations are in between vague shapes of the universe and earth, or 
the human or the moon, emitting subtle tensions and rhythms. It, at the 
same time, inextricably communicates the crudeness and loneliness 
of the world. The tangible and intangible forms appear intermittently 
throughout the canvas, which naturally brings together the traces and 
creates a life full of meditative space. Like a monk stares at the wall and 
reflects on the order of the universe, Chun draws forms from meditation 
and embodies the heaven and earth from space.

평론 Exhibition Review이경모 미술평론가 Kyung-mo Lee  Art Critic

Ubiquitous  Painting meok on silk, video art with sound, 500 sq.ft., 2016

미의 세계를 순례하는 보혜미안 A Bohemian Pilgrim in the World of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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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quitous  Mixed media installati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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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and harmony 1~4  Leather, Mixed media, installaion, 40dia/ea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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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Installation, Leather, Mixed Media Painting

50 dia/each, 2011



In a Circle  Leather, Mixed media, installaion, 100x200, 2015Connections  Leather, Mixed media, installaion, 100×20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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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quitous   Mixed media on silk fabric & Painting of Muck, 200×500, 2015Waterfall  Light, Silk, Oriental ink Installation, 10×300/e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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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ed
Thread & crystals on wood, diameter 100, 2016

OMS 
Thread & crystals on wood frame, 50×70, 2016

OMS  LED lighting on jogakbo, 40×40, 2018



meditation  Installations Thread, 닥종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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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asons  Printmaking, Etching, 20×10, 2015

Turbulence  Etching, Printmaking , 10×15, 2007

Nature’s Movement  Etching, Printmaking , 30×5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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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low of the River Story  Installation, Printmaking, Etching, 11×17, 1998 The Flow of the River Story  Installation, Printmaking, Etching, 11×1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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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low of the river story   Installation, Printmaking, Etching , 11×17, 1998Dark Moon   Mixed media, Etching, 10×15, 2007



The flow of the river story  
Installation, Printmaking, Etching,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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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low of the river story  
Installation, Printmaking, Etching, 1998

The flow of the river story  Installation, Printmaking, Etching,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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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1990 New York University Print Making Graduate Courses

1986     Art Center of Northern New Jersey

1975     건국대학교 생활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018  <천세련>展, 대안공간 눈, 수원     

 <Rounded>, Islip Art Museum, NY

2017    <Art is Filling>, Berlin, Germany

 <Eternal>, Bank of Hope, New York, NY

 <Ubiquitous>, Seward Park Library, New York, NY

2016     <Ubiquitous>, 수원 아트센터, 수원

 <Mutation>, Piermont Public Library Gallery, NY

2015     <Ubiquitous>, Bergen Performing Art Center, NJ

2014     <Milky Way>, 세심제 갤러리, 제주

2013     <Fragrance of Tea>, Gallery of Korean Cultural Center, 

Washington DC

2012 <Meditation>, Oms Art Gallery, Fort Lee, NJ

2011     <OM>, Long Island University Hutchins Gallery, NY

2010     <Sei Ryun Chun>, TheSylviaWaldandPoKimGallery,NY

 <Hommage Soo Keun>, Chelsea West Gallery, NY 

2003     <Sei Ryun Chun>, Bank Asiana Gallery Oms Public Art, NY

2001     <천세련>展, 아름다운 재단, 서울

그룹전

2018  <Parthibition>, Space Ciel Gallery, NJ

2017  <Celebrating Small>, Darvin Fine Art Gallery, NY

  <Envisioning Habitats>, Flushing, Queens, NY

 <Dynamic Dimensions>, Belskie Museum of Art and Science, NJ

 <Destiny>, Wuppertal, Germany

2014    <Double Mirror>, American University Museum,  Washington DC

 제59회 창작미술협회전, 세종문화회관, 서울

  <BBCN Bank>, Flushing, NY

  The Archive of Korean American Artists <Shades of Time>, 

Queens Museum, NY

 Shades of Time, Cultural Service Gallery Korea, NY 

2013   4artists, Gallery of Korean Cultural Center, NY

2012   Maum Gallery, NY 

 4artists, Chun Gallery, NY

2011   WhiteLabGallery, Italy

     Gallery OMS, SF Art Fair, Singapore

2010  KCC Gallery, NJ

2000   Korean Art Group Exhibitionin Culture Center, Paris 

  <korean Art Show>, Gallery Korea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NY, NY

전시기획·퍼포먼스 진행

2011  JPEG04, Da Gallery, NY

2000 4 person Exhibition, The Sylvia Wald and Pho Kim Gallery, NY

수상경력

2014  30년 재미 한국학교 근속상

2010  커뮤니티 상, AHL Foundation, NY

2001  홀리네임 최고 아티스트상, Belskie Museum Closter, NJ

1998  Mix media부분 최우수상, New Milford

1990  Woman’s club 판화부분 최우수상, New Jersey

천세련

Sei Ryun Chun

Born in Busan in 1956, Sei Ryun Chun grew up in an artistic family.

Majoring in fine art at Kun kuk University in 1979, she studied sculpture, and painting. 

After graduation, she taught at Shinjung middle and high schools. In 1981, she 

moved to America and studied etching at the New Milford Art Center in New Jersey 

and New York University in New York. She has also written extensively about art. 

She received the AHL Foundation artist’s prize in 2000. She has had 14 Solo 

exhibitions and participated in the Miami Art Fair and Fine Art Fair San Francisco. 

She has been curating exhibitions in New York and New Jersey. She is currently 

incorporating her mastery of the traditional Korean tea ceremony into her exhibitions 

and presentations. 

Education

1990    Studied at New York University-Print Making Graduate Courses

1986    Art Center of Northern New Jersey

1975    BFA Kun-Kook University, Art&Design

Teaching Experiences

1982    Present Hoonmin Korean School of Art and Culture

Solo Exhibitions

2018  Space Noon, Korea Suwon

         Rounded, Islip Art Museum, America NY

2017 Art is Filling, Germany Berlin

         Eternal, Bank of Hope, America NY

         Ubiquitous, Seward Park Library, America NY

2016   Ubiquitous, Suwon Art Center, Korea Seoul

         Mutation, Piermont Public Library Gallery, America NY

2015   Ubiquitous, Bergen Performing Art Center, America NJ

2014   Milky Way, Sesimje Gallery, Korea Jeju

2013   Fragrance of Tea, Gallery of Korean Cultural Center, America Washington DC

2012   Meditation, Oms Art Gallery, Fort Lee, America NJ

2011   OM, Long Island University Hutchins Gallery, America NY

2010   The Sylvia Wald and Po Kim Gallery, America NY

         Hommage Soo Keun, Chelsea West Gallery, America NY 

2003   Bank Asiana Gallery Oms Public Art, NY

2001   Beautiful Organization Exhibition, Korea Seoul

Group Exhibitions

2018    Parthibition, Space Ciel Gallery, America NJ

2017    Destiny, Wuppertal, Germany

2017   Celebrating Small, Darvin Fine Art Gallery, America NY

         Envisioning Habitats, Flushing, Queens, America NY

         Dynamic Dimensions, Belskie Museum of Art and Science, America NJ 

2014   Double Mirror, American University Museum, America Washington DC

          59th Exhibition of ChangJark Fine Association, Sejong Center Galery, Korea 

Seoul

        BBCN Bank, Flushing, America NY

         Shades of Time, The Archive of Korean American Artists, Queens Museum, 

America NY

        Shades of Time, Cultural Service Gallery Korea, America NY

        3 person show, Sobab Gallery, Korea Seoul

2013   4 artists, Gallery of Korean Cultural Center, America NY

2012   4 person show, Chun Gallery, America NY

        Maum Gallery, America NY

2011   White Lab Gallery, Milano, Italy

        Gallery OMS, SF Art Fair ,SF

       JPEG04, Da Gallery, America NY

2010   4 person Exhibition, The Sylvia Wald and Pho Kim Gallery, America NY

       OMS Gallery Miami Art Fair

       KCC Gallery, America NJ

2000   Korean Art Group Exhibition in Culture Center, France Paris 

Performance

2018   Tea Ceremony in Islip Art Museum, America NY

2017   Tea Ceremony in Queens Library; Bayside, Woodside, Flushing, EastFlushing

       Wuppertal, Destiny Tea Ceremony, Germany

       ArtifFillingTeaCeremony, Germany Berlin

2016   Washington DC Smithsonian Tea Ceremony

2015   FIT Korea Traditional Tea Ceremony

2000  NYU, Cornell, Boston and Yale Traditional Tea Ceremony

Grants and Awards

2014  30 Years Certificate of Teaching in Korean School

2010   AHL Foundation Community Award

2001   Holy Name Best Artist Award, Belskie Museum Closter, America NJ

1998   Art Center New Milford Mixed Media Award

1990   Printmaking Award in NJ Women’s Art Association

Art in Public Place

Gayeon, For tLee, America NJ 

Bank of Hope, Palisades Park, America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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