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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노정숙

展

NOH JUNGSUK
1986 		
1988 		
2015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성신여대 대학원 판화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미술이론 박사수료

•개인전13회
2005 		 Salon de Caudec-les-Elbeuf초대전(르앙/프랑스)
2008 		 우제길미술관초대전-공백의 그림자Ⅰ(우제길미술관/광주)
2009 		 현대명품판화 초대전“ 아로새김”(거제문화예술회관/거제도)
2015 		 일본 오타하라 거리미술관초대전(오타하라/ 일본)
•단체전260회
2016 		 한불수교130주년기념 에브흐시 초청“ COREElation-III”초대전
		 (Maison des Arts Solange Baudoux/ 프랑스)
2015 		 제6회모스크바현대미술비엔날레 특별전“ Urbi et Orbi”초대(RSUH박물관/러시아)
			 -국제교류여성현대미술전“ 미술의 단면”(뱅크아트 NYK/ 일본요코하마)
		 -“ the Shoes box Exhibition cheowjs”(Ohtawara City/ 일본)
2014 		 몽골 세계여성미술가협회“ 그녀의 칼라11”(울란바트르/몽골)
2013 		 러시아세계여성100주년기념“현대사회에서의 여성미술”(센트럴하우스/ 러시아모스크바)
		 -제4회 국제현대미술제 아트비젼“ 이미지의 정원”
		 - La GRAVURE“ Ses Techniques, ses Expressions”초대전(프랑스)
2012 		 한·불교류-“ Coreelation2 ”(광주시립미술관상록분관)
		 - 러시아국립 인문대학 초청“ Mirages”(모스크바 국립인문대학교/러시아)
		 - 조지타운페스티발 초대-개화(RBS/말레이시아)
2011 		 Taiwan-Korea“ Collison & Mulyiply”국제판화전(대만)
2007		 「 CORRElation」Espace pierre BEREGOVOY(샌느마리팀도/프랑스)
2006 		 광주시립미술관 기획“ 즐거운 미술여행전”(광주시립미술관/광주)
		 - 국제판화 네트워크 헤이리INK(헤이리예술마을/파주)
		 - 광주비엔날레제 3섹터 -미술오케스트라(광주시립미술관/광주)
2005 		 제23회 “ Salon des oeuvres sur papier”초대전(프랑스)
		 - 현대미술 CREA 2005 초대전(프랑스)
•레지던시		
			 광주시립미술관 레지던스-양산동창작스튜디오
			 광주광역시 대인예술시장프로젝트추진위원 및 창작입주 작가 지원

흔히 21세기는 차이와 다양성이 존중되고 소수자의 목소리도 발휘되는 지역의 시대, 여성의 시대,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전남여성플라자는 전남 여성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전남도민과 여성문화를
공유하고자‘2016년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여성작가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5회 기획전시 주제는 회화와 판화의 작업을 동시에 즐겼던 노정숙 화가의「공백의 그림자Ⅲ」입니다. 노정숙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여성 판화가중의 한 분으로, 그의 작품에는 사회의 문제, 모순, 어려움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여성들 삶의 흔적이 보입니다.
노정숙 작가는 전남·광주보다도 서울과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해외에서 더 많은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남여성문화박물관 기획전시를 통해 전남 도민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전남의 귀한 여성예술가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나눔은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시작됩니다. 작가가「공백의 그림자Ⅲ」전시에서
행복과 불행, 화해와 갈등, 상처와 치유, 이상과 현실, 시작과 끝, 그런 모든 반어적인 것들을 지그재그로
엮어가고자 하는 예술세계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남여성플라자 원장 손 문 금

여성친화적인 문화예술 공간 !

여성문화사 학습, 전남여성의 문화특성을 살린 기획전시 !

전남여성플라자

여성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간

전남지방경찰청

전라남도청

도교육청

지하도로

북카페(4층)

← 목포방면

근화베아채

일로방면 →

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대표. 국제여성미술제총감독, 세계여성미술가협회
광주지부장, 광주여대 겸임교수 및 전남대, 조선대대학원 출강

전남 화순군 도곡면 화남길 22-2
TEL 061) 374-7268
C ·P 010-3623-7269

'전남여성플라자'는 도민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e-mail njs703@hanmail.net

그림자 찾기5, Mixed Media, 30F, 2014

노 정 숙 NOH JUNGSUK

여성문화박물관(2층)

김영자미술기념관(2층)

•현재
만남3(Meeting-3)
동판화
100x60cm

기 획 전 시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Tel . 061) 260-7300 Fax. 061) 260-7319
www.jwome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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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기간_ 2016.

10. 5

수ㅣ - 11. 30(수)

ㅣ

오픈행사_ 2016.10. 5 ㅣ수ㅣ 오후 3:00
전시장소_ 전남여성플라자 2F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주최 ·주관_

노정숙의 회화적 탐색

“공백의 그림자”
회화를 통해 존재의 탐색으로 <그림자 찾기>, <바람의 기원> 연작에 담겨 있는데, 이러한 관념어의
회화적 구현을 위해 노정숙은 회화사 최초의 독창적인 실험기법을 도입했다. 그녀는 먼저 백색의
캔버스를 판으로 변모시켰다. 꽤 오랜 시절,‘판화 화가’로 불렸던 그녀는 판화의 긋기와 파기,
동판부식기법을 모두 캔버스에 들여오고 싶었으며, 깊은 우물에서 물 길어 올리듯 색 속의 색, 혹은
선 속의 선을 판(版, a plate) 혹은 캔버스 위로 떠올리고자 시도했다. 판화와 회화를 동시에 욕망했던
노정숙은 결국‘판+캔버스’라는 자신만의 그림마당을 창조했다. 그녀는 그동안 즐겨 연마했던 기교를
활용해 아크릴, 유화, 동, 돌가루 등의 혼합 매체를 사용해 캔버스를 판으로 변모시켰다. 판화가 된
캔버스 화면은 우연성이 가미된 추상의 배경이 되었고 여인, 말의 형상을 그려 넣어 추상과 구상의
조화로움을 구현하는데 적절했다. 사실적인 묘사가 틀에 구속된다면 추상은 우연적으로 이뤄진다.
우연과 필연이 만나 조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현실과 초현실의 세계를 매개한다.
희미한 선으로 새겨진 여인은 웅크리고 앉은 윤곽만 어렴풋이 새겨져 있으나 배경은 수없이 겹쳐진
레이어(layer)처럼 가득찬(滿) 공(空)간 그것이다. 이곳은 결국 우주공간을 의미하며‘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는 근본적 의문의 출발점이자 종점이다. 존재의 탐색이라는
관념과 철학의 언어가 노정숙의 새로운 화법에 의해 이렇듯 회화 속으로 불려왔다.
- 정금희 전남대학교 교수

존재-2
동판화 Etching
20cm×30cm

천상의 그림자, Mixed Media, 15F, 2014

위로, Mixed Media, 50F, 2014

그림자 찾기1
동판화 Etching
40cm×60cm
삶의 경계
동판화 Etching
40cm×60cm
2008

노정숙 작가노트

공백의 그림자
철들기 전 시작한 회화작업이 평생 한길로 인도하면서, 청년기 대학시절 판화와의 접촉이 예술가의 사회적
의미와 동시대적 소명으로의 갈등을 통해 또 다른 도전과 80년대 저널리즘으로 내 삶의 일부를 채우고 있다.
좀 더 전문적인 탐구와 지식에 대한 욕구로 국제사회의 활동을 통해 예술의 실험적 견지와 작가연대를 이루
며 사회활동에 동참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과 혼란으로 얻어진 결론은“공백의
그림자”였다.
“나는 상상력의 통로로 분출되는 에너지를 몸으로 도구화한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과 작업의 상호관계로 나를 치유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기억의 단면 한쪽에 나를 가두는 그림자는 허상도 실상도 아닌 하나의 울림이었다.”
판화와 회화와의 양립된 작업을 하나의 포괄적인 작품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욕구는“ 판+회화”라는 개념
으로 연결되었고, 회화가 가지고 있는 즉흥적 터치와 판화의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회화는 새김을 당하고
시간의 간극을 기록하는 물성의 변주가 드러나고 있다.

그림자 찾기1
Mixed Media
20F
2013

캔버스에 판화기법을 가미시키며, 직접적인 화두와 새김을 반복하는 나는 판이라는 매체의 감성을 느끼며
색과 부식이라는 두 가지의 생성과 소멸의 판법을 제시한다.
회화가 갖은 여러 속성과 판화의 기법에 부합되는 이러한 표현은 삶의 한 칸을 깨우는 이미지로의 세월과 삶
의 흐름에 순응하는 실험성의 접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