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기간  2015. 

6. 2(화) - 7. 29(수)

오픈행사  2015. 

6. 2(화) 오후 3:00
전시장소  

전남여성플라자 2F 

여성문화박물관

주       최

가죽에 피워낸 

    여인의 숨결

010-3647-4470

메일 : lcy4470@naver.com

윤     춘     영
Yun Chun Yeong

한양예술대전 가죽공예 심사위원

한국가죽공예협회 전남 지부장

전남공예조합 회원

한국천연염색협회 회원

경력

한양대학교 전통종교 미술원 가죽공예과정 수료

홍익대학교 미술디자인 교육원 가죽공예과정 수료

수상

한국 아카데미 미술대전 공예부분 대상

한양예술대전 문화상

전국관광기념품 창작 아이디어부분 공모전 입상

전통생활공예품전 우수상

전시

제2회 동아 차·공예박람회  일산 KINTEX

한국가죽공예 협회전  인사동 경인미술관

광주 우수공예품 기획전  광주 신세계백화점

윤춘영 가죽공예 개인전  강진 강진아트홀

광주 국제 차·문화 전시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KASF(korea art summer festival) 서울 SETEC

지역작가초대전  강진 강진아트홀

홍콩 차이나·소싱 페어  홍콩 월드엑스포

하늘꽃별자리 전시전  서울 갤러리 스카이연

기프트쇼  서울 코엑스

2014. 08.

2014. 12.

2014.

2013. 09~10. 

2014. 03.

2012, 2013.

2012. 01.

2012, 2013.

2012.

2012.

윤춘영 가죽공예전

전남여성플라자는 도민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남여성플라자

근화베아채

전라남도청
전남지방경찰청

도교육청

지하도로

←  목포방면

일로방면  →

534-82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Tel  061) 260-7300   Fax 061) 260-7319
 www.jwomen.or.kr

7. 화려한 외출

     46 x31 x14cm  소가죽 / 토트백

     낡은 서책과 오래된 유화 사이에 화려한 마가렛무늬의 가방이 있습니다. 

     보랏빛의 색감이 화려하지만 가죽특유의 묵직함이 이를 고급스럽게 느끼게 합니다.

여성문화박물관(2층)

김영자미술기념관(2층)

북카페(4층)

여성친화적인 문화예술 공간 !

여성문화사 학습, 전남여성의 문화특성을 살린 기획전시 ! 

여성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간



1. 국화꽃이 피기까지

    28 x19 x2cm   소가죽 / 장지갑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공예가는 밤 새워 

      가죽을 물들였나 보다.”

2. 모란이피기까지는

    32 x18 x13cm   소가죽 / 클러치백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모란은 행복한 결혼이라는 

    꽃말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행복했으면 하는 기원을 담아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4. 매화

     10 x18.5 x3.5cm  소가죽 / 장지갑

     매화나무와 휘파람새의 전설이 있습니다. 매화나무를 죽은 여인의 넋이라 여긴 한 남자는 평생 곁에 두고 나무와 소통을 합니다. 

     고결한 마음과 인내를 의미하며 여성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되새겨줍니다.  

3. 꽃통

     30 x17 x17cm  소가죽 / 꽂이

     가죽통에 꽃을 달아 이 안에 담긴 모든 이의 소원이 피어나길 꿈꿔본다.

5. 그리운 마음

     25 x16 x8cm  소가죽 / 파우치

     국화를 흑과 백의 농담을 이용하여, 아련한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화의 잎사귀가 마치 그리운 마음의 손짓과 같이 느껴집니다.

6. 여름날의 향기

     48 x32 x15cm  소가죽 / 토트백

     푸르른 여름날의 느낌을 담아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론 빛바랜 느낌의 녹색을, 테두리는 선명한 녹색으로 가죽끈를 두름으로써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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