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라도 천년에서 여성을 찾다」 展
시와 그림이 있는, 남도어머니의 농경예술이야기 김순복 / 색연필화
女時積: 여성의 시간이 쌓이다 정명숙 / 서양화·목공예

2016
「지그재그」 展

신지현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도자기만이 표현해 낼 수 있는 아름다운 빛과 색을 발견하게 되었다.
도자기에 담아내는 다양한 색과 기법들을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열정을 표현하는 내 자신을 알게 되었고 어느새 하얀 도자기를 마주 하는 일은

눈으로 만지다 선명주 / 서양화
천년의 빛, 도기에 풀다 송희자·강지향 / 꽃공예·도예
‘쪽염색’ 천년의 아름다움 - 남도의 美
정관채·이희자·윤미선·김영남·윤영숙·이은주 / 천연염색·규방공예
남도가 품은 오방색 박정자·김미경 / 불화·서각공예
공백의 그림자 Ⅲ 노정숙 / 판화공예

2014
영·호남 2인 도예전 김종필·김보미 / 문경·강진
달콤한 인생 김화영·추이안 / 금속공예

하얀 캔버스 이상의 희망이자 설레임이 되었다.
도자기에 완성도 높은 색감과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수차례의 긴 시간 가마 소성과 작업과정을 더해가는 과정
그리고 안료의 미세한 배합 비율과 고온의 열에 의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도자기만의 오묘하고 아름다운 색을 찾아가는 과정은
늘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함께 행복한 성취감을 안겨준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대상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곡선의 흐름들은
그 에너지가 경쾌하게 확장되어 나아감을 표현 하고 있다.
“나 다운 나”를 찾아가는 과정도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표출되는 열정(passion)
그리고 마음속 일렁이는 율동적인 곡선의 확장(expansion)을 그림에 담아내는 과정 가운데 형성 되어 간다.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서양화전공
개인전 3회(서울,목포)
홍콩어포더블 국제아트페어<홍콩컨벤션>, 아트부산 국제아트페어<부산벡스코>,
BAMA 부산화랑아트페어<부산벡스코>, 아트광주 국제아트페어<김대중컨벤션>
러시아 모스크바 한국작가 초대전<모스크바 쩨레텔리 미술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초대전<목포법원 상설전시장>
아트센터 신선기획-시대의 작가전<아트센터 신선>, 월간미술세계 초대전<서울미술세계갤러리, 제주현인갤러리>
Ecole de Mokpo 정기전 <서울, 중국, 광주, 목포>, 오승우미술관 초대전-‘봄이오는 풍경’전<무안오승우미술관>
한·일 국제미술교류전<일본오사카> 외 100여회
2017 강진 청자공모전 디자인부문 심사위원 역임, 2017 전국 해양문화 관광상품 공모전 심사위원 역임
현) 한국미협, 목포미협회원, 에꼴드목포 회원, 한국포슬린작가협회 회원
현) 카페 포셀린 대표, 공방카페- 빈스앤아트 대표, 아트스토리 화실 운영, 목포 포슬린페인팅 협회 대표
작업실/공방카페 빈스앤아트: 전남 목포시 남악2로 9번길 10-10, 아트상품샵/카페포셀린: 전남 목포시 영산로 75번길 3-1
010-4250-3336
shinartstory@naver.com

2012
이야기가 있는 상차림 정희정 / 정푸드스타일
홍화항아리에 물들다 안화자·김영설 / 홍화염색·다도구
조각 전시회 정춘표 / 조각
전남 여대생 작품전시회 도내 4개 대학
(동신대, 목포대, 순천대, 조선대)

2017
「가로지르기」 展
천년의 시간, 예술로 가로지르다 김혜숙·문소이 / 서양화·금속공예
스승과 제자: 함께하다 조재호 외 10인 / 도예
동서를 가로질러 만난 여성예술 정인순·이정자 / 동양화·서양화
구례 여성작가 5인의 꽃누름 이야기 - 압화, 그리고 지리산
박봉덕 외 4인 / 압화공예
청년여성, 각양각색 임지향·만경애·김미리 / 복합미디어

2015
「소통」 展
네가 바라만봐도 나는...사랑이다 정현숙 / 문인화
가죽에 피워낸 여인의 숨결 윤춘영 / 가죽공예
행복한 상상이 되는 만남 이종숙 / 서양화
土·火·然 위승연 / 도예

2013

2018. 11. 6. [화] - 12. 6. [금]
전남여성문화박물관(전남여성플라자 2F)

「전라도 천년에서 여성을 찾다」 展

양윤선
붓 끝에 먹을 찍어 호흡을 가다듬고 하얀 화선지 위에 나를 드러낸다.
덧칠함 없이 단 한 번의 붓놀림으로 완성하는 일필법(一筆法)은
수묵으로 유희하고 스스로 즐기는 수신(修身)의 도구가 된다.
옛부터 동양인들은 덕성과 지성을 겸비한 최고의 인격자를 가리켜 군자(君子)라 하였다.

공예와 회화의 만남 나혜인·손예선 / 도자기·서양화

문인화는 전문 화가가 아닌 문인들이 정신수양을 위한 수단으로,

2011

지식층이 갖추어야 할 예술적 교양의 하나로 여겨져서

찻살림과 자수 오경희 / 전통수공예
종이에 깃든 그리움, 오색한지공예전 정유리·김미희 / 한지공예
흙의 세상 도예전 윤숙정·홍보복례·정 선 / 도예
나무가 있는 풍경전 서신정·이미숙 / 목공예

시, 서예가 함께 생활화 된 동양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그림이다.
특히 매(梅), 난(蘭), 국(菊), 죽(竹) 4군자는 혹한을 이겨내는 인내와 넘치지 않은 청아한 향기로
더욱 사랑 받은 문인화의 소재가 되었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

2010
소설같은 그림인생 김영자 / 서양화
여성,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이정순 / 서양화
손끝으로 전해지는 여인의 삶과 멋 신경희 / 규방공예

2018년 제3회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여성작가 기획전시

전남여성플라자가 운영하는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여성작가 기획전시 연대기

2009
여성, 그 일상의 아름다움 정유리·윤경아·차미경
한지공예·은공예·규방공예
종이에 깃든, 유년의 그리움 김미희·전진숙·정유리 / 닥종이

오늘도 나는 옛 선현들의 지혜를 빌려 수묵으로 즐기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 꿈을 꾼다.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초대작가
대한민국 문인화대전 초대작가
전라남도 미술대전 추천작가
남농미술대전, 광주서예전람회, 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목민심서 서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광주광역시 어등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광주광역시 서예전람회 심사위원 역임
강진문화원 문인화 강사 역임
광주,전남 문인화 협회, 연묵회, 송림회 회원
현) 목포시 상동 주민센터 서예·문인화 출강
현) 남악복합주민센터 서예·문인화 출강
전남 무안군 삼양읍 대죽서로 15번길 36 청우프라자 503호
010-9245-6501
ydelesa@hanmail.net

꿈을 찾아 32cm / 신지현 作

기다림 32cm / 신지현 作

시간여행 / 신지현 作

시간여행 / 신지현 作

양윤선 作

희망 100×83cm / 신지현 作

속삭임 / 신지현 作

양윤선 作

양윤선 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