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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여행이다.

물로써 세례를 받는 이들처럼 빛을 통해 내가,우리가 새로이 거듭 날수만 있다면 …               

작업노트 중에서 손 승희

Mind space



작가 소개

Name : 손승희 (Son seung-hee) 
M :    010-3881-8761 
E   :   seunghee.sonstudio@gmail.com
A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로 155 우10881
www.seungheeson.com

BIOGRAPHY

대구 효성 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이탈리아 로마 국립 미술원 조소과 졸업 (ACCADEMIA DI BELLE ARTL DI ROMA. ITALIA)
이탈리아 Ravenna  Mosaic Art School수료

작품소장: 이탈리아 레체 대성당 박물관-현대미술관
이탈리아 시칠리 몬테도로 시
정동진 조각공원,서울 도곡동 성당, 청주 안림동 성당, 서울 방배동 성당, 익산 어양동 성당, 태안성당,
익산 이리 신광교회, 부산 가톨릭 신학 대학교 , 알래스카 한인성당,
환기미술관,뉴저지 데마레스트 성당,뉴저지 머릿돌 교회, 김제수류성당,몽골 다르항 살레시오 수도회
천안 불당 2동 성당 ,서울 은평 성모병원 ,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용인 동백 세브란스 병원, 수원 성 빈센트 병원 외 다수

* 연재 :  2009 년 ~2011 
월간 교회건축 CAI Magazine.
현대 건축에 있어서의 유리조형 세계: 건축 안에서의 유리화

*2010 세계 여성 건축가 협회 발표
UIFA  SEOUL (16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Women Architects)
“ Une ville favorable aux femmes et re'ge'ne'ration urbaine"
현대 건축에 있어서의 유리조형 세계

* 2011 격월간 건축비평지 리포트 와이드 AR : 현대 건축과 스테인드글라스 기고
*미국 SGAA  ‘ 한국의 스테인드글라스 ‘ 기고

*미국 「신앙과 포럼」지 올해의 작가 선정
FAIRH&FORM  The 2011 Religious Art and Architecture Awards  Merit   Religious Art » Visual Arts 

*1998~2004 대구 가톨릭 대학 출강
*2006~2014 남 서울 대학교 유리디자인학과 외래 및 겸임교수
*2019 kbs 다큐공감 318회 ‘빛의 오케스트라 스테인드글라스 ‘ 출연





UNTITLED     CIBA CHROME PRINT      1996











UNTITLED 500X1500X300  Anitique Glass , Slab Glass .2006



익산 어양동 성당 말씀의 씨앗 767x3622mm (1ea) Antique Glass,Slab Glass 2006 



설치 프로젝트를 위한 이미지 작업 1 -2007



대전교구 태안성당
기도 920x2500mm Antiqueglass, painting  2007

태안 성당의 신자들이 직접 로사리오 기도 20단 성경 테마의 모델이 되어 직접 체험하며 진행한 퍼포먼스 유리화 프로젝트다,



기도 태안성당 2007 Antique Glass painting. 2007

할아버지,할머니,딸,사위 손자 두명 3대가 함께 모델이 되어 예수의 기도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스테인드글라스 작업 과정 2007



익산 이리 신광교회 3800x 6700 mm Slab glass  2008



알라스카 앵커리지 한인 천주 교회 2009



부산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 천지창조의 말씀 16025x2410x7mm    Antique Glass  MOSAIC 2008



부산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 천지창조의 말씀 Detail 16025x2410x7mm    Antique Glass  MOSAIC 2008



인천 효성 중앙감리교회 1500x7710mm Slab glass 2010 



강화 성 글라라 관상 수녀원 빛이 되다 . 217x2575(1ea) Slab Glass 2008



강화 성글라라 관상 수녀원 fusedglass, Antique glass 2009



대천 제일 감리교회 slab glass 2010



수원교구 수지 성복동 성당 신앙의 씨앗 Antiqueglass ,slab glass   2010 



수원교구 수지 성복동 성당 신앙의 씨앗 Antiqueglass ,slab glass   2010 



Untitled Fusedglass 지름 500mm 2010



Untitled   450x950mm   slab glass     2009



Untitled   450x1450mm   stainedglass painting, slabglass laminate   2009



광주교구 목포 연동 성당 Antique Glass ,silver stain ,fused glass 2010 



부산 가톨릭 대학교 소성전
Untitled slab glass 지름 1200mm 2010



빛을 위한 드로잉 350x150mm watercolor  2012



부암동 환기 미술관

Untitled  3448x1682mm  SlabGlass 2012

건축 공간에 새로운 생명의 빛을 불어 넣고 건축의

근본 요소로서 공간과의 소통과 더불어 그 빛으로 인해
내가 정화 되고 우리가 정화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 
빛 너머의 빛에 의해 조금씩 변화될수 있기를 염원하며....

빛이 흐르는 푸른 공간 아래 서보자.아주 잠시라도 좋다.

푸른색, 그 빛의 물이 흐르는 공간 그 아래에 서보자
물로써 세례를 받는 사람처럼 빛으로 세례를 받아 이제
우리는 새로이 태어나는 것이다.



환기 미술관 Untitled  10676x750mm이내 가변크기 설치 Stainedglass 2012



2012 부암동 환기 미술관 –아트 밸리 프로젝트



2012 부암동 환기 미술관 –아트밸리 프로젝트
부암동 마을 어느 주택 담벼락에 조용히 빛그림자를 드리운다.



천안 정우산기 창립23주년 기념조형물
희망. 1600x1600x300mm 대리석,백유리 2013 



대전교구 홍산천주교회 빛이 되다 II -2015 열성형 유리(Fused Glass)



전주 소양 데레사 요양원 경당 십자고상,십자가 2016  브론즈,열성형유리 (Fused Glass) 



뉴저지 머릿돌 교회
빛이되어라 -2017 Slab Glass  4,660X2,560mm



청담동 주택 K 씨댁 2018  슬랩 글라스 1400x1400x50 mm 



2018년 현대공간회 50주년 기념 기획전
Beyond the Frame (프레임을 넘어서)

untitled -2018(ll)
엔틱글라스,열성 형유리. 3mx3mx10cm 이내 가변 크기 설치



은평 성모병원 유리화 조감도 2019 설치완료



세브란스 신축 병원 (용인시 기흥 ) 심의 통과 2019. 설치예정
혈소판을 모티브로 한 유리화



천안 불당 2동 성당 2019



서소문 역사 박물관 척.사.윤.음 .유리. 110x110x420cm. 2019 



수원 성 빈센트 드뽈 수녀원 성당

빛이되다 - 성 빈센트 드뽈 수녀원 2020  Antique glass , Fused glass.



수원 성 빈센트 드뽈 수녀원 성당
빛이되다 - 성 빈센트 드뽈 수녀원 2020  Antique glass ,Fused glass.



수원 성 빈센트 드뽈 수녀원 성당

빛이되다 - 성 빈센트 드뽈 수녀원 2020  Antique glass ,Fused glass. 140X2175mm 12ea



수원 성 빈센트 드뽈 수녀원 성당

빛이되다 - 성 빈센트 드뽈 수녀원 2020  Antique glass ,Fused glass.



수원 성 빈센트 드뽈 수녀원 성당
빛이되다 - 성 빈센트 드뽈 수녀원 2020  Antique glass ,Fused gl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