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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의 근작, 우주 세한도(歲寒圖)

황록주(미술평론가, 경기문화재단 학예연구사)

부수고 헐어내면 하룻밤 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도시 풍경의 변천사를 태어난 후부터 수십 년째 경

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세대의 인류로서, 이종석 작가는 이미 전작들을 통해 나무가 있는 풍경이라

는 오래된 관념의 자연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손길로 도시화된 자연, 혹은 도시라는 자연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넓고 평평한 자리를 집 한 채만큼 깔고 앉거나 저들끼리 가지를 부딪혀가며 몸을 세울 공간을 다투는 그

런 자연의 나무가 아니라 꺾이고 치이고 잘리면서 어느새 풍경의 한 축을 이뤄낸 도시의 나무와, 푸른 벌판과 

하늘을 삶의 터전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자연’이 된 도시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었던 

그가 오랜만에 새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이번 전시에서도 산비탈을 올라가듯 끝없이 이어진 나선형 도로를 따라 위태롭게 상승해가는 모습을 통해 가

지를 뻗어가는 또 한 그루의 나무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 <urbantree-babel>이나, 고층빌딩의 유리벽에 푸르

게 난반사되는 일그러진 이미지에서 쉼 없이 밀려오는 검푸른 물결을 만나게 하는 <urbanwave-falling>과 같

은 작품 속에서 그가 오랜 시간 전해왔던, 도시로 치환된 자연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작

품이 전작들과는 조금 다른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집요할 정도로 이어지는 상승과 하강의 화면 전개

를 통해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도시의 존재론적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욕망에 관한 이야기다. 

현재 이곳에는 없는 것, 무엇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래할 것, 심지어 자연의 입장에서는 금지된 것, 욕망은 바

로 이러한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 도시는 끝없이 이 욕망이라는 동력을 갱신해왔다. 그 누구도 도시의 욕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고, 어디까지 나아갈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어쩌면 조금 다른 방식의 ‘무작위

(無作爲)’라 볼 수 있겠다. 다만 도시는 트리나 폴러스(Trina Paulus)의 명저, 『꽃들에게 희망을』에 등장하

는 거대한 애벌레 기둥처럼 서로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어내는 시선을 양분 삼아 비대해져 간다. 작가는 그러

한 도시적 속성의 한 가운데 서서 마치 다른 차원에서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덤덤하게 무한증식의 도시

를 그려나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작품이 일련의 ‘dream reading’ 시리즈로 이어진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욕망

이라는 통제 불능의 도시는 마치 꿈의 세계처럼 불가능한 것이 없다. 꿈이 무엇을 투영해내는 것인지는 늘 분

명치 않지만, 작가는 실재하지 않는 현상의 경험마저도 어떠한 욕망이 작동하고 있는 풍경으로 인지하고 그것

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독해하려 한다. 작고 묵직한 빛덩어리들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무수히 많은 별로 

생성되고 있는 순간, 하늘에는 이미 여러 개의 달이 떠올라 있는 <dream reading-stars & moons>이나, 무언

가를 끝없이 당겨내는 힘을 묵직한 움직임으로 포착하여 미지의 공간 마저도 지배하고 있는 강한 동력을 그린 

<dream reading-gravity>와 같은 작품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어떠한 공간 또한 공통적으로 거대한 욕망

의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dream reading-passageway>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마주하게 되었다는 꿈속의 장면을 담은 작품

으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욕망이었을 힘에 의해 출구 없이 갇혀 무너져 내렸던 무수

한 삶이 떠올라 심장 언저리를 묵직하게 누른다. 대체 용도를 알 수 없게 그저 끝없이 줄지어 서 있기만 한, 아

직 상판을 얹지 못한 채 애초의 목표와는 무관하게 무한히 제 뿌리를 늘려가는 교각 구조물을 담은 <dream 

reading-piers> 또한 동일한 속성을 보여준다. 이 작품들은 근원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욕망이 우리가 속해 있

는 모든 환경에서 이름 없는 삶 하나하나에까지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동시에 그것이 바로 어디

가 되었든 우리가 삶을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최근 작가의 관심은 현실의 도시와 비현실의 꿈을 넘어, 존재하고 있으나 그 실체를 가늠할 길 없는 우주로 공

간적 상상력의 범주를 넓히고 있다. <phenomenon-island woods>에서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 

위태로운 대지, 아니 섬에 가까운 땅 위로 바람에 온몸이 흔들리는 나무들이 휘청대고 있다. 탄생의 순간인지, 

소멸의 순간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풍경 속에서, 흔들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생명에게 완벽한 조건이었을 지구의 환경과는 사뭇 다른, 육중한 무게를 자랑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우주의 

한 켠에서 꿈틀대는 새로운 생명을 마주하다 보면 그 삶의 모습이 너무도 위태로워서 과학자들이 왜 그토록 

가능성이 높다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만 같다. 

그의 우주적 시선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은 바로 <phenomenon-fixed star>이다. 동서고금의 어느 

곳에서 날아든 금빛 찬란한 동전들이 만들어내는 초신성의 이미지는 “자본주의라는 그럴듯한 외피를 쓴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의 욕망은 한계를 모르는 듯 가속화되고 있는데 별의 진화과정을 통해 그 역사의 흐름을 빗대

어 상상해 본다”는 작가의 생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욕망의 집합은 어느 순간 폭발하지만, 사라지는 것

이 아니라 또 다른 변주를 통해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다시 작동하게 된다. 대폭발 이후에도 아련하게 빛나

는 금환(金環)에서 최근 온 인류의 일상을 뒤바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떠올리는 건 억지스러운 일일까. 그 또

한 누군가에 의해 어딘가에서 저들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 증식되어온 욕망의 산물일 터이니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삶의 조건이 다른 외계 어딘가의 가장 초기 형태의 생명체를 작가는 또다시 나무의 형상으로 

불러왔다는 점이다. 스스로 물리적 동력이 없는 생명체는 어떻게 삶을 잉태했을까. 그 위태로운 나무들은 의

미론적인 대척점을 가진 채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에 등장하는 비현실적인 나무와 존재의 맥락을 함께한

다. 드높은 의지로 굳건하던 김정희의 나무와 한 치의 삶도 가늠하기 어려운 이종석의 나무는 서로 모습은 다

르지만 거대한 현실에 맞서 있는 의연한 존재의 ‘사의(寫意)’로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을 건넨다. 또한 도시에

서 꿈으로, 꿈에서 우주로 장소를 옮겨오는 동안에도 이종석이 그려내는 풍경은 한 폭의 산수화처럼 변함없이 

아름답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역설이다. 어쩌면 그의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광폭함, 세상사

의 기쁨과 비극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던 그 옛 문인들의 그림처럼 도구와 형식이 달라져도 시대를 넘어 여전

히 유효한 그림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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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on-fixed star ▪ single channel UHD video ▪ 5m 16s ▪ 2019

76

http://jgraphy.com/m/phenomenon-fixedStar.html


phenomenon ▪ 120x120cm ▪ digital printing (light box)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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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reading-gravity ▪ single channel UHD video ▪ 5m 12s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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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graphy.com/m/dreamReading-gravity.html


phenomenon-island woods ▪ single channel UHD video ▪ 5m 8s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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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graphy.com/m/phenomenon-islandWoods.html


phenomenon-island woods ▪ 83x96cm ▪ digital printing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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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reading - stars & moons ▪ single channel UHD video ▪ 5m 12s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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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graphy.com/m/dreamReading-stars&moons.html


dream reading-piers ▪ single channel UHD video ▪ 5m 15s ▪ 2016

1918

http://jgraphy.com/m/dreamReading-piers.html


dreamReading-passageway ▪ single channel HD video ▪ 10m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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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graphy.com/m/dreamReading-passageway.html


urbantree-babel ▪ single channel HD video ▪ 4m 12s ▪ 2015

2322

http://jgraphy.com/m/urbantree-babel.html


urbanwave-falling ▪ single channel UHD video ▪ 4m 27s ▪ 2017

2524

http://jgraphy.com/m/urbanwave-fall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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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Open Studio 3”, 국립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고양)

2006  “SEO+LOVE+MEMORY", 세오갤러리(서울)

2006  “Seeing&Showing전”, 구올담 치과병원/혜원갤러리(인천)

2006  “CGV 비디오아트 페스티발-다른공간, 다른시선”, 전국 CGV 상영관

2006  “COLOR EXPO 2006 - 색채갤러리 초대작가전”, 코엑스(서울)

2006  “청계 미디어 씨어터”, 청계광장(서울)

2005  “세운상가키드의 하루”, 세운상가(서울)

2005  “COLOR EXPO 2005 - 색채갤러리 초대작가전”, 코엑스(서울)

2005  “스케치여행전”, 무너미 갤러리(양평)

2004  “벼룩시장 - 美.親파티”, 대안공간 틈새(서울)

2004  “10년 후 II - MY NAME IS GAME”, 인사아트센터(서울)

2004  “한일작가교류전 - 문화식민지”, 대안공간 틈새(서울)

2003  “만지(지마)세요”, 포항문화예술회관(포항)

2002  “인터프로젝트-공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2002  “한민족의 빛과 색”, 서울시립미술관/아이치현립미술관(서울/일본)

2001  “인공 생명전”, 부산시립미술관(부산)

2001  “인천포스트-합창”,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인천)

2001  “( )보다”, 국립 서울 맹학교(서울)

2001  “웹아트페스티벌-미술과 인터랙티브”, 대학로 TTL(서울)

2000  “신세계 미술제”, 신세계 갤러리(광주/인천)

2000  “디스토피아 & 유토피아”, 창원문화회관(창원)

2000  “아날로그전”, 문예진흥원 미술관(서울)

2000  “인천포스트-내안의 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인천)

2000  “조각놀이공원”, 성곡미술관(서울)

1999  “낯선외출”, 조흥갤러리(서울)

1999  “디딤내딤”, 덕원갤러리(서울)

1999  “댐”, 한전프라자 갤러리(서울)

1999  “한국화 새로운 형상과 정신전”, 덕원갤러리(서울)

1999   “인천포스트-대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인천)

1999  “정희석 이종석 윤기언”, 인데코 갤러리(서울)

1999  “독립예술제-呼兄呼弟”, 예술의 전당(서울)

1999  “육지전”, 나갤러리(서울)

1998  “디딤내딤”, 문예진흥원 미술관(서울)

1998  “한국화 새로운 형상과 정신전”, 덕원갤러리(서울)

1998  “육지전”, 나 갤러리(서울)

주요 경력

2018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상설 전시 “개와 고양이와 구슬” 연출 및 멀티미디어 제작

201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문화상자” 한글 교육 프로그램 /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제작

2015 무용극 “활” - 영상, 호치민 오페라하우스(호치민, 베트남)

2014 아트 콜라보 영상 ‘설화수 자음생 크림’ X Media Art 제작

2014 앙상블 시나위 “두여자의 노래” - 영상,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2013~2014 경기창작센터 입주

2012~2013메이크샵 아트스페이스 입주

2012 SIA 미디어아트 어워즈 (final list) 수상

2012 경기문화재단 유망작가 예술프로젝트 선정사업 선정

2010~2019 국립민속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다문화 꾸러미”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제작

2010 서울시립미술관 SeMa2010 신진작가전시지원프로그램 선정

2009~2010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

2009 인천 국제 디지털아트 페스티벌-국제공모 동상 

2008 서울문화재단 NArT2008 선정

2008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한국관 “Critical Topic, Pajubookcity as Culturescape"-영상감독 

                                                                                                                  (베니스, 이탈리아)

2007 퓨전 공연 “바람이 일다”-영상연출, 떼아뜨르 분도(대구)

2006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단기) 입주

작품소장

서울 시립미술관 

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

네바다 뮤지엄

메이크샵 아트스페이스

서울시청 박물관과

이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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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2004 M.F.A Graduation School of Media Communication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1998 B.F.A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Solo Exhibition

2020 ”Phenomenon“, Gallery Jinsun (Seoul, Korea)

2014 “Wave in the City", Chungmu Art Hall, Chungmu Gallery (Seoul, Korea)

2012 “Wave in the City", Makeshop Art Space (Paju, Korea)

2010 “Trace in the City", Gallery Grimson / Nanji Gallery (Seoul, Korea)

2010 “Trees : LEE JONGSUK”, Aughinbaugh Gallery, Messiah College (Pennsylvania, USA)

2008 “Tree in the City”, Art Sonje Center (Seoul, Korea)

2008 "Urban Tree and Tree-Echo: Videos by Lee Jong-Suk", Jepson Center for the Arts, 

                                                                                              Telfair Museum of Art (Georgia, USA)

2007 "The Tree: A video by Jongsuk Lee", Media Gallery, Nevada Museum of Art, (Nevada. USA)

2006 "Tree-rely on", National Goyang Art Studio Gallery (Goyang, Korea)

2005 "The Image", Alternative Space - Crack (Seoul, Korea)

2003 "The Tree", Dong-Duk Art Hall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

2018  “Media•Media”, Seoul Load Media Canvas(Seoul, Korea)

2017  “Golden Time”, Shinsegae Gallery(In-chun, Korea)

2015  “Experiment of Architopi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2015  “Perspective of the artist-The 1st Story: City ”, Makeshop Art Space(Paju, Korea)

2014  “Simultaneous Echo", Fortabat Art Collection(Buenos Aries, Argentina)

2014  “SeMA Media Art Collection +”, Chungmu Art Hall, Chungmu Gallery(Seoul, Korea)

2013  “Korea Galleries Art Fair”, COEX(Seoul, Korea)

2013  “What`s On", Gyeonggi Creation Center, Gallery(Ansan-si, Korea)

2013  “Open Studio”, Creation Center(Ansan-si, Korea)

2012  “SIA Media Art Awards”, CJ/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2  “2012 Daegu Photo Biennale-Special Exhibition : How The City Works”, 

                                                                                                           Daegu Art Factory(Daegu, Korea)

2012  “Festival O! Gwangju Media Art 2012”, 5.18 Square (Gwangju, Korea)

2012  “Media Facade Festival", Daegu Culture and Arts Center (Daegu, Korea)

2012  “MAKE SHOP TOP10", Makeshop Art Space(Paju, Korea)

2012  “2012 The Blue Wind", Gallery Jinsun (Seoul, Korea)

2011  “Juan Media Festival-Metapolis", Juan Station(In-chun, Korea)

2011  “BYOB SEOUL", Gallery LVS(Seoul, Korea)

2011  “Hello! Media pole", Gallery LVS(Seoul, Korea)

2011  “Virtual mapping on the body”, GallerySuncontemporary/TheMedium(Seoul, Korea)

2011  “A Fresh Breeze", Gallery Jinsun (Seoul, Korea)

2011  “2010 ATU", KT&G Sangsangmadang Cinema (Seoul, Korea)

2010  “Cross the Threshold", The Medium (Seoul, Korea)

2010  “Photo Taipei 2010”, Sunworld Dynasty Hotel (Taipei, Taiwan)

2010  “Open Studio 4”, Seoul Nanji Art Studio (Seoul, Korea)

2010  “Scrutinizing the Stealthy desire”, Seoul Square Media Canvas (Seoul, Korea)

2010  “Doors Art Fair 2010", Imperial Palace Hotel (Seoul, Korea)

2010  “Residence parade IV", Incheon Art Platform (In-chun, Korea)

2010  “Tomorrow Festival", SBS company building / O-mok park (Seoul, Korea)

2010  “Transformed Land",Mongolian National Modern Art Gallery(Ulaanbaatar, Mongolia)

2010  “First Decade”, Seoul Museum of Art Gyeonghuigung (Seoul, Korea)

2009  “NO”, Gangju Museum of Art (Gangju, Korea)

2009  "Media Pole Art Project-Vol.1UrbanEcho",Gangnam-daeroMediaPole(Seoul, Korea)

2009  “Incheon International Digital Art Festival",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Digital Art Pavilion (Incheon, Korea)

2009  "Art of Arcitec", Gallery Jinsun (Seoul, Korea)

2009  “Asia Top Gallery Hotel Art Fair 09", Grand Hyatt Hotel (Seoul, Korea)

2008  “Two Way Landscape-Park Hee Seop, Lee Jong Suk”, Gallery S (Seoul, Korea)

2008  “Ganghwabyelgok-Sareori Sareoriratda”, 

                                                  Shinsegae Gallery/Boochun Museum of history (In-chun, Korea)

2008  “Sense & Spiri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usem of Art (Taegu, Korea)

2008  “PRISM 2008”, Emporia Gallery (Seoul, Korea)

2008  “Rival on a boat", Han Gallery (Seoul, Korea)

2007  “Korean Project", C5 Gallery (Beijing, China)

2007  “The Way to Nam-Do-Kangjin", Dong-Duk Art Hall (Seoul, Korea)

2007  "Open Studio 3", National Goyang Art Studio (Goyang, Korea)

2006  “SEO+LOVE+MEMORY", SEO Gallery (Seoul, Korea)

2006  "Seeing&Showing", Kooalldam dental hospital/Hewon Gallery (In-chun, Korea)

2006  "CGV VIDEO ART FESTIVAL - 10 Art Videos by 8 Korean Artists", 

                                                                                                  national wide CGV theaters (Korea)

2006  "COLOR EXPO 2006 - Selected Artist ; Color Gallery", COEX (Seoul, Korea)

2006  "Cheong-Gye Media Theater", Cheong-Gye Square (Seoul, Korea)

2005  "One day of a kid around Sewoon shopping center", 

                                                                                          Sewoon shopping center (Seoul, Korea)

2005  "COLOR EXPO 2005 - Selected Artist ; Color Gallery", COEX (Seoul, Korea)

2005  "Sketch Tour", Mooneomy Gallery (Yang-pyung, Korea)

2004  "The Flea Market - Mi.Chin Party", Alternative Space - Crack(Seoul, Korea)

2004  "10years after II - MY NAME IS GAME", In-sa Art Center (Seoul, Korea)

2004  "Exchange Exhibition of Korean/Japan Artist - Cultural Colony", 

                                                                                           Alternative Space - Crack (Seoul, Korea)

2003  "(Don`t) Touch", Pohang Art Center (Pohang, Korea)

2002  "Inter Project - Coexistence", In-chun Art Center (In-chun, Korea)

2002  "The Color of Korea", Seoul Museum of Art / 

                                                                            Aichi Prefectural Museum of Art (Korea / Japan)

2001  "Artificial  Life", Busan Art Center (Pu-san, Korea)

2001  "In-chun Post - Chorus", In-chun Art Center (In-chun, Korea)

2001  "( )See", National Seoul Blind School (Seoul, Korea)

2001  "Web Art Festival - Art and Interactive", Marronnier TTL (Seoul, Korea)

2000  "Shinsegae Art Festival", Shinsegae Gallery (Kwang-ju / In-chun, Korea)

2000  "Distopia & Utopia", Chang-won Art Center (Chang-won, Korea)

2000  "Analog", Marronnier Art Center (Seoul, Korea)

2000  "In-chun Post - The Others in My Mind", In-chun Art Center (In-chun, Korea)

2000  "Playful sculpture Park", Sung-kok Gallery (Seoul, Korea)

1999  "Strange Trip", Chohung Gallery (Seoul, Korea)

1999  "Di-dim Mae-dim", Duk-won Gallery (Seoul, Korea)

1999  "Daem", Hanjun plaza Gallery (Seoul, Korea)

1999  "New Form and Spirit of Korean Traditional Painting", Duk-won Gallery (Seoul, Korea)

1999  "In-chun Post - Conversation", In-chun Art Center (In-chun, Korea)

1999  "Jung Hea Suk  Lee Jong Suk  Youn Ki Eon", Indeco Gallery (Seoul, Korea)

1999  "Independent Art Festival - Ho  Hung  Ho  Jae", Art center (Seoul, Korea)

1999  "Youk-ji", Na Gallery (Seoul, Korea)

1998  "Di-dim Mae-dim", Marronnier Art Center (Seoul, Korea)

1998  "New Form and Spirit of Korean Traditional Painting", Duk-won Gallery (Seoul, Korea)

1998  "Youk-ji", Na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Experience

2018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The Dog, the Cat and the Magic Marble”, 

                                                                                                        Director / Multimedia Producer

2018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Korea Culture Box”, 

                                                      Hangeul Education Program / Multimedia Program Producer

2015 Dance performance “Magic Cross-Bow” - Video Art, 

                                                                        Ho Chi Minh Opera House(Ho Chi Minh, Vietnam)

2014 Art collaboration ‘Sulwhasoo Jaumsaeng Cream’ X Media Art Producer

2014 Ensemble Sinawi “The Song of two women” - Media Art, 

                                                                                            Chungmu Art Hall, Black(Seoul, Korea)

2013~2014 Artist-in-residence (Gyenggi Creation Center, Korea)

2012~2013 Artist-in-residence (MAKESHOP Art Space, Korea)

2012 Final List (SIA Media Art Awards)

2012 Emerging Artist Fellowship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10~2019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Culture Discovery Box”, 

                                                                                                          Multimedia Program Producer 

2010 SeMA2010 New Artist (Seoul Museum of Art)

2009~2010 Artist-in-residence (Seoul Nanji Art Studio, Korea)

2009 The Third Prize (Incheon International Digital Art Festival_international Contest)

2008 New Artist 2008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8 “Critical Topic, Pajubookcity as Culturescape"-Video Director, Korean Pavilion, 

                                                                            11th Venice Architecture Biennale (Venice, Italy)

2006 Short-term artist-in-residence (National Goyang Art Studio, Korea)

Collections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Art Bank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Nevada Museum of Art, (Nevada. USA)

Makeshop Art Space (Paju, Korea)

Museum Division of Seoul City Hall (Seoul, Korea)

LEE JONG 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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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스캔하거나 클릭하면 영상이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록에 담긴 모든 자료는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l rights are reserved. © Lee Jong Suk.

www.jgraphy.com  

jong515@hanmail.net 

82-10-2297-0141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9, 2F

T. 82 2 723 3340 / www.galleryjinsun.com

Instagram / Facebook : galleryjinsun

32

http://jgraph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