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희

자

인사말씀

2005 무형문화재제115호 염색장정관채 이수자
2010 한국전통공예대전-롯데백화점
2010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작품전 - 한국문화재회관

전남여성플라자는 도내 여성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전남도민과 여성문화를 공유하고자

정

2016년 제3회
전남여성문화박물관 기획전시
Zigzag 지그재그전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여성작가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 나주공예이야기선물전 - 국회의원회관
2012 하늘꽃 천연염색축제 - 통도사
2015 국제 천연염색 전시회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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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하며, 상호

남도의 美

이해와 각 계층간 융합을 통해 화합을 이루어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다 다채롭고 다양한 예술세계를 경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노트
“쪽은 직접 그 색을 만들 수 없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봉숭아는 꽃을 이용해 붉은 물을 들이는데, 쪽은 초록 잎을 통해 푸른빛을
얻는 거지요. 어느 식물을 찾아봐도 온전한 푸른색은 찾을 수 없어요. 초록 잎에서 남색을 얻어내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죠.
이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규방공예 기법을 통해 이시대의 새로운 명품을 창조 함이다.

3회 기획전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기능보유자이신 정관채 염색장과 이희자 이수자, 그 외 4명의
교육생들이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전시로 기획되었습니다. 전시 주제는「남도의 美,‘쪽염색’천년의 빛」展
으로, 전남의 자연환경과 그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거쳐 축적된 남도의 역사ㆍ문화
유산들이 여성문화와 친근한 천연염색 공예품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또한 쪽염색을 통해 남도의‘색’과‘빛’의 전통을 지켜 온 정관채 염색장과 그 전통을 잇고 있는 이희자 이수자,
그리고 교육생들의 예술의 혼과 정성을 하나의 전시로 끌어들여 표현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지그재그(ZigZag)」
의 의미가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여성플라자 원장 손 문 금

윤

영

숙

010-8592-3172
경력

이

은

주

010-4765-5030

여성친화적인 문화예술 공간 !

여성문화사 학습, 전남여성의 문화특성을 살린 기획전시 !

여성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간

전남여성플라자

경력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중요무형문화재 115호 염색장 이수자

대구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공예과 졸업

전라남도 미술대전 우수상

도교육청

천연염색 보자기전

작업실 주소: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낙산2길 17-5

전통 쪽염색 초대전

여성문화박물관(2층)

김영자미술기념관(2층)

'전남여성플라자'는 도민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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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시 기 간 : 2016. 6. 28.(화) - 7. 29. (금)
오 픈 행 사 : 2016. 6. 28.(화) 오후 3:00
전 시 장 소 : 전남여성플라자 2F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주최·주관 :

이희숙
·

현) 소고 공방

경력
1959 전남 나주 출생
2001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기능보유자
2000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졸업
2003-2010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
2014 국제 천연염색 포럼발표 - 대만
2016 세계 친화경 디자인박람회 초대전 - 나주
대한민국 명품전시회 다수

작가노트
염색장이란 천연염료로 옷감을 물들이는 장인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쪽염색을 하는 염색장을 말한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염색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장인이 있었을 정도로 염색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옷감을 물들일 때 사용하는 천연염료란 식물·광물·동물 등에서 채취한 원료를 그대로 또는 약간의 가공을 통해 옷감을 물들일 수
있는 염료를 가리키며 염색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쪽염색은 쪽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염료를 가지고 옷감 등을 물들이는 것으로 염색
과정이 가장 어렵고 까다로우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천연 염색은 근대화 이후 급속한 화학염색의 도입으로 인하여 전통이 끊겼으나 1970년대 이후 일부 장인들의 노력으로 그 맥을 살릴 수
있었다.
기능보유자인 정관채 장인(匠人)은 전통방식의 쪽염색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재료를 스스로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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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642-7321

010-2529 2600

경력

경력

동신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졸업

2013 (전)직업학교 훈련교사(의상디자인,천연염색)

대한민국 아카데미 특선

윤미선
·

천연염색 국제교류전 (대만)

채

2014 한사모 회원 작품전시회

아시아 미술대전 입선 및 특선

이은주
·

전) 창신대학교 미술과 교수역임

일로방면 →

정관채
·

천연염색 문화상품 디자인 협회전

근화베아채

김영남
·

국내외 그룹전 다수 참여

010-4602-3105

순천미술대전 우수상

지하도로

← 목포방면

관

천연염색 문화공간 자연愛 대표

윤영숙
·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특선

전남지방경찰청

전라남도청

북카페(4층)

개인전 5회

＇쪽염색＇천년의 아름다움

010-04640-5353

경력

대한민국 문화상품대전 동상 및 입선·특선
자연염색과 우리옷 입선
한·중·일 천연염색 국제 교류전
한국·대만 천연염색 교류전 4회
천연염색 50인전 10회
한국의 빛깔 천연염색 초대전

2015 대한민국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 금상 수상
2015 (현)한국천연염색박물관 체험강사
2015 중요무형문화재 염색장 작품초대전(3회)
2016 통도사 하늘, 꽃 축제 천연염색작품 전시회(3회)

이 희자

채
관
정
김영남_어린 추억의 순수
김영남_나의 아리랑 美

윤영숙_어머니의 뒷모습-2
윤영숙_어머니의 뒷모습-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