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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시몬에서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양식과 어법으로 삶의 흔적이 짙게 배어있는 작품을 선

보여온 작가 황혜선의 개인전 “What the West Wind Saw – 서풍이 본 것” 전을 9월5일(수)

부터 10월 18일(목)까지 개최한다.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뉴욕 NYU 미술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작가 황혜선은 이후 뉴

욕, 파리에서의 개인전 등 수많은 국내외 전시를 통해 국제적인 평가와 더불어 작품성을 인정

받고 있고 작가의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등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작가는 기억과 언어, 그리고 소통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표현적 실험을 거듭해

왔다.  작가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관심과 주제는 이번 전시에서도 이어진다.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일상의 조합은 매일매일의 일기 같은 작가 기억의 순간임과 동시에 누구나의 삶에 무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기억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관람객 또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말을 걸며 관객과의 소통을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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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에서는 그 동안 작가가 보여줬던 음각과 양각을 이용한 최소단위의 조각적인 표현을 

빛과 그림자 그리고 미니멀한 라인을 미디엄으로 한 ‘Drawing-Sculpture’로 좀 더 풍성하게 

보여준다.  드뷔시의 전주곡에서 전시의 제목을 따온 작가는 거친 바람을 뜻하는 서양의 서풍

과 달리 우리의 서풍은 잔잔한 ‘하늬바람’이라고 설명한다.  서풍이 지나며 본 일상의 풍경 속

에 아무런 준비 없이 노출된 인물들의 순간들을 보여주는 작가의 작품 속에서 스쳐 지나는 순

간들에 존재적 생명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작가의 시도가 엿보인다. 

 

 “서풍이 본 것”은 작가 황혜선이 본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본 것이다.  관람객들은 그녀의 

작품 속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찾아내며 작가와 소통하게 된다. 

나뭇잎을 흔드는 잔잔한 서풍처럼 소소한 일상적인 소재들로 공간 전체에 숨쉬듯 존재하는 작

업을 선보이는 작가 황혜선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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