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제5회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여성작가 기획전시 

청년 여성
2017. 11. 6. 월 - 12. 8. 금

OPENING  2017. 11. 6. PM 4:00   전남여성플라자 2F 전남여성문화박물관

김미리

사람 개개인마다 걸어 온 삶의 여정 길은 다 다르기에 

무엇이든 옳다, 옳지 않다고 평할 수 없다. 미술 작품을 보는 관점 또한 

현시대는 다양하기에 답은 없고 다름만 존재하는 듯하다. 

작가의 내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유 표현들은 작품 안에 녹아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떠나 작품을 향유하는 감상자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 생각을 나는 존중하고 감상자 또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들을 스스로 존중해주길 바란다. 

2017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미술치료 보조 강사

2016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턴

2015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미술치료 보조 강사

2014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미술교육 보조 강사

2017 리수갤러리 개관기념 전시 참여

2016 제35회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전시 

임지향

바늘에 실을 꿰어 옷을 짓거나 꿰매는 것을 바느질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옷은 개인의 인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늘 한 땀이라도 소홀이 하지않고 정성을 다해 옷을 지었다. 

그 문화아래 여성들이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하는 존재로 규정되어져 왔다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표현 하고 싶은 것들을 바느질로 표현하기로 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위해 단순한 미싱질이 아닌 

한땀 한땀 일상적인표현들을 바느질을 통해 풀어내고자 했다.

2017 예술이 가득한 집(광주신세계갤러리)

2017 한일 작가 교류전(인사동g&j갤러리, 한전아트센터, 갓바위미술관)

2017 포항, 부산, 경주, 경남, 광주 아트페어 참가

2017 땀(금호 갤러리, 남도화랑)

2013 남도에서 꿈꾸다 초대 展 

2013 목포靑年작가 초대전 네오큐브 展

미술의 즐거움과 쓸모
조은정(목포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미술가들이 생활하기에 어느 시대가 더 힘들거나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 시대의 미술가들이 특별히 더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관람자들과의 거리가 멀어진 때문이다. ‘현대 미술

은 어렵다’ 혹은 ‘재미없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평들은 전시장 주변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들려온다. 이러한 괴

리를 가장 절절하게 느끼는 이들은 아마도 미술가 본인들일 것이다. 사회에서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 낸 절실한 결과물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미술가들에게 언제나 가장 큰 

과제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김미리, 민경애, 임지향 등 세 명의 젊은 작가들의 작업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이러한 ‘난해한’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쉽게’라는 표현은 일견 오해의 여지가 있다. 작가들에게 손쉽고 편리한 작업이라

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들이 ‘친숙하게’ 다가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세 작가들은 모두 

자신과 주변으로부터 작업을 출발하고 있다. 

미술에 대한 민경애의 관심은 중고등학교 때 빠져들었던 애니메이션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부터는 학업과 전공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쓰라림과 좌절, 희망, 바램 등을 일러스트로 시각화하면서 자신만의 목소리와 표현 

방식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주인공은 요즘 청년들의 힘겨운 일상을 적나라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보여준다. 

김미리는 미술 실기 전공 외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행정 인턴쉽과 청소년 미술교육 강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

았으며, 현재 미술교육과 미술치료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이러한 약력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는 작가 개인의 고립된 창작 활동이 

아닌 사회와의 교류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해왔다. 말린 꽃다발과 노트북, 인형 등 청소년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일러스트로 꾸며

진 그의 노트와 아트 상품들은 사회 속의 타자들에 대한 접근 시도이기도 하다. 

임지향은 미술대학 수료 후 수년간 공백기를 가졌다가 올해 초부터 다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우이다. 조각천들을 모

아서 자신과 주변의 평범한 사물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술가와 풍경을 바느질로 재현한 그의 평면 작업들은 일종의 규방공

예품이나 어린 소녀의 장난처럼 비쳐지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수년 전 졸업전에서 시도했던 것으로서, 손바느질이라는 

행위에 대한 그의 뿌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다. 

세 청년작가들의 작업은 전시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화단을 주도하는 미학적 거대 담론

과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 주변, 자신의 개인적 관심사라고 하는 ‘작은 이야기’들로부터 작업의 출발점을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

통점을 지닌다. 또한 이들의 작업은 자기표현을 주목적으로 하는 순수 미술의 범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공예, 일

러스트와 아트 상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접목을 시도한다. 현재 우리 생활에서 관람자들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미술의 효용 가치에 대한 적극적 탐색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노력들이다. 젊은 작가들의 용기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전남여성플라자

근화베아채

전라남도청 전남지방경찰청

도교육청

지하도로

←  목포방면
일로방면  →

<평론>

「가로지르기展」

「가로지르기展」



민경애

나의 작품은 나의 일상에 많은 부분이 녹아들어 있고 

손에 닿는 곳 그 모든 곳에 존재하는 일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작가의 작품은 언제나 멀게 느껴지고 딱딱할 필요는 없다. 

작가의 최고의 기쁨은 자신의 작품들을 가까이 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일상을 넘어서 다른 이의 일상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소비하고 소비되는 작품을 그릴 것이다. 

그것이 지나치게 향유적인 것이 아니냐고 비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작가의 모습은 경외할 만한, 

어렵고 먼 존재가 아니기에 재미있고 친근하며 어렵지 않은 그림들을 그리고 싶고, 

그릴 생각이다.

2013 전라남도미술대전 디자인부분 입선

2014 목포시해양문화축제 축제기획안 삽화 외주

2014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주관 지역문화 아트상품 공모전 대상

2014 공간사진전 입상

2015 제 51회 전라남도미술대전 디자인부분 입선

2014 커피프린스 암사점 주관 제 2회 커피 일러스트 공모전 전시참여

2016 지역사회 기반 수업 모형 및 교재 개발 전시참여

2017 리수갤러리 개관기념 전 전시 참여 프리다칼로

전남여성플라자는 전남 여성작가 발굴 및 여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작가 기획전시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