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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적인 문화예술 공간 !

여성문화사 학습, 전남여성의 문화특성을 살린 기획전시 ! 

여성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간 전남여성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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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0~2014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공예전공 졸업
2014~2015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일반대학원  
공예전공 수료

경력 및 수상내역
2013 
  14회 익산 한국공예대전 특선
2014 
  50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특선
2015 
  51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특별상

전시
2013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총 동문전
2015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 신명
2015 
  눈으로 먹는 새참

강 지 향

K A N G  J I  H Y A N G

010-6537-0025     
wbxlvldrn@naver.com

작가노트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_ 안토니 가우디”

  에스파냐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말은 나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명언이다.

딱딱한 직선보다 부드럽고 몽글몽글한 곡선은 나에게 굉장히 따뜻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 명언을 나의 주제로 삼아 내 작업은 곡선과 직선의 절묘한 조화로 

이루어진다.

  전통기법과 전통문양을 활용하여 지키려는 전통의 미를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시켜 유려한 곡선과 직선의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했

다. 아로마 오일램프는 직선적인 등잔대의 형태를 변형시켜 세련된 곡선의 미를 

극대화 시켰다.

  찻주전자와 주전자램프는 동그랗고 몽글몽글한 따뜻한 느낌의 형태로 제작하

여 차를 마시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과 이해, 그리고 공감을 이끌어 내고 싶었다.

  곡선과 직선, 전통과 현대의 서로 반대되는 개념들의 조화로 제작한 작품들을 

이번 지그재그전에 선보이게 되었다.

경력 및 전시
- 현) 머루랑 다래랑 대표
- 사단법인 꽃차문화진흥협회장
- 마음맑은 "우리꽃차개정판","향기로운 우리 꽃차"의 저자
- 매년 국제꽃차품평대회 및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국제교류 및 꽃차문화콘텐츠 전시 및 홍보활동
- 청와대 사랑채 "꽃의 기억 600년, 찻잔에서 피어나다" 전시 (2005) 등

송 희 자

S O N G  H E E  J A

 061-381-1112
ce11044@hanmail.net

작가노트

  천년의 빛 찻잔에 풀다.

  나주의 천연염색과 남도의 들녘을 수놓고 있는 꽃으로 처음과 끝이 되는 목련꽃

과 백화차를 연출, 하나의 꽃에서 백가지의 꽃으로 피어남을 전개하고 다시 전체가  

하나의 꽃이 될 수 있음을 표현하였다.

  한국문화는 오른쪽 위에서부터의 가지런한 문화이다.가로글씨로 꽃차이야기

를 전개하고 그 하단 테이블에 찻잔속에서 꽃의 빛을 풀어 연출한다. 찻잔의 빛과  

꽃의 빛이 하나가 될 때 비로서 아름다움이 더욱 더 승화된다. 찻잔을 받치고  

있는 염색천은 남도의 혼이 그대로 들어간 고유한 빛이며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

하여 간접홍보의 효과가 있다. 문화를 표현하는 것은 담는 그릇도 배면을 장식하

는 색도 담긴 재료도 산업화 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착안하여 산업에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번 전시는 지역적으로 알려져 있는 나주천연염색과 도자기, 대나무관련 소품,

한지공예를 소품으로 사용하여 남도의 빛을 연출 표현하고자 한다. 너울대는  

바닷 바람을, 땀 적시는 산골마을 아낙의 향기와, 가을들녁의 풍요로움 빛,  

이 모든 것을 꽃을 통하여 표현하며 이야기를 만든다.

 전남여성플라자는 전남 여성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전남도민과 여성문화를 공유하고자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여성작가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전시주제인「지그재그(ZigZag)」는‘지그(Zig)’인 왼쪽 방향(／)과‘재그(Zag)’인 오른쪽 

방향(＼)외에 남과 여, 전통과 현대, 이성과 감성, 자연과 문명, 시작과 끝, 위와 아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호 이해와 각 계층간 융합을 통해 화합을 이루어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다 다채롭고 다양한 예술세

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회 기획전시는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여성작가 송희자(꽃공예가)와 강지향(도자기공예가)의 콜라

보레이션 전시로 기획되었습니다. 전시주제는「천년의 빛, 도기에 풀다」로, 2018년 천년의 해를 맞이

하는 전남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여성의 생활문화와 친근한 꽃과 도기의 빛에 비유하여 찬란한 전남의  

아름다운 문화를 표현하였습니다. 

  세대가 다른 중년작가와 청년작가인 두 여성작가의 시각으로 꽃과 도기의 곡선과 직선, 전통과 현대 등 

서로 상반되는 상황들을 하나의 전시로 끌어들여 표현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지그재그(ZigZag)」의  

의미가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여성플라자 원장 손 문 금

인사말씀

무궁화꽃차 - 피고지는 모습이 정숙할진데 떨어진 모습도 귀하다 그라미2



그라미2

청자 아로마 오일 램프 셋트

오일 램프 주전자 셋트

분청 아로마 오일 램프 셋트

난꽃차 -   인내의 시간을 향으로 피우니  

주위를 온화하게 만드는 꽃이라

홍화꽃차 

-   못다한 사랑이 빛이 되어 찾아드니  

어루만지면 사나운 가시가 누우리라

목련꽃차 

-   첫사랑의 추억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향 

바람이 조심히 머물고 가는 듯 하여라

도화차 

-   홍조 띤 얼굴에 복숭아 꽃잎 붙고 떨어지는 꽃잎 따라  

사랑이 물들어라

아카시꽃차 

-   하얀 웃음으로 꽃비 내리던 날 

추억으로 잘근 씹어 답하리라

장미꽃차 

-   님의 마음을 고이 담아 찻잔에 풀어보니 

마음 빛인지 웃음 빛인지..

벚꽃차

벚꽃차 -   흩날리는 바람에 화사함의 봄을 맞고 

떨어지는 물방울에 꽃잎이 그림이 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