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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플라자는 지역 여성작가 작품발표를 지원하고, 

도민과 여성문화를 공유하고자 ‘전남 여성작가 전시’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여성작가 전시에서는 “여성의 시선과 경험”을 반영한 작품, 고전적인 아름다움 

추구를 넘어 “다르게 보고 낯설게 보는” 새로운 도전, “소수자 및 소외계층 

배려 등 공익적인 사회변화 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전시로 영암에서 오랫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역량을 키워 오신 

정현숙 작가님의 “네가 바라만 봐도 나는...사랑이다”전시를 시작합니다. 

봄에 피는 꽃은 겨울바람을 안고 있어서 흩날리나 봅니다. 

흩날림 속에는 향기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온 봄꽃 향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정현숙 작가님의 

시(詩), 서(書), 화(畵)의 어울림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여성플라자 원장  손  문  금

인사말씀

전시기간  2015. 4. 3(금) - 5. 27(수)

오픈행사  2015. 4. 3(금) 오후 5:00
전시장소  전남여성플라자 2F 여성문화박물관

주       최

네가 바라만 봐도 나는... 

사랑이다010-3613-2162

메일 : jhs1006@hanmail.net

아정(雅庭)   정   현   숙

개인전 7회, 아트페어전 6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초대작가·심사위원

대한민국 문인화대전 초대작가·운영위원·심사위원

전라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심사위원

광주시전, 남농미술대전, 순천미술대전 등 심사위원

現) 한국 문인화협회 이사 

미술협회, 목포미술협회, 연고회, 원봉회, 여우회, 

목포여성작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

루브르 살롱전(파리)

2013년 목포 MBC 초대 개인전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전

대한민국 문인화협회전

남도문인화흐름을찾아서(남포미술관)

서울미술관 개관 기념 3단체 초대작가전

연고회전(1992~2015)

여우들의수다전(2006~2015)

시선전(2007~2015) 등 

승자와 패자가 웃으며 승복할 수 있는 소통의 의미를 

역동적인 춤사위와 같은 투계의 모습과 

노을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저녁꽃과 같은 붉은 피로 표현했다.

鬪鷄(투계)  51x70cm  화선지, 먹, 채색

정현숙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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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130x162cm  화선지, 먹, 채색

   포도는 종교적인 의미의 성스러움과 

   다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아래 한 쌍의 

   사슴은 사랑과 행복을 기원하고 있다.

2. 너를 사랑해 

   70x51cm  화선지, 먹, 채색

   이른 봄 파릇이 고개를 내미는 풀잎과 

   한 쌍의 소, 먹색 붓의 터치로 풍만한 소를 

   여성적인 풍요로움으로 승화했다. 

3. 네가 바라만 봐도 나는... 사랑이다

   53x45cm  화선지, 먹, 채색

   진흙에서 맑게 정화한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연의 의미를 먹의 농담과 물과 흙, 

   연잎을 상징하는 색의 어우러짐으로 표현했다.

4. 그리운 벗이여!

   45x53cm  화선지, 먹, 채색

   나무와 숲, 풍경소리. 아련히 떠오르는 

   지나간 기억들을 그리움으로 바라보며 

   지금의 나를 생각한다. 

5. 봄향기 바람타고

   58x41cm  화선지, 먹, 채색

   먹선에 농담을 주어 표현한 겨울을 

   배경으로 봄을 상징하는 난초를 배치하여 

   추웠던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난초꽃으로 봄의 희망을 표현했다.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