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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PEOPLE

유비호 작가, 성곡미술관 내일의 작가상
수상
글 편집팀

성곡미술관 내일의 작가상 2014년 수상자인 유비호 작가의 《해 질 녘 나의 하늘에는》 전시가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린다. 유비호 작가는 이번 기획전에서 ≪해 질 녘 나의 하늘에는≫이라는 문학적인 제목을

붙였다. 낭만적인 연애시를 연상케 하는 이 제목은 파블로 네루다의 시집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시〉에서 발췌한 제목이다. 작가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그늘진 마음에 빛을 쬐여주는 것, 그것이 나의 작업의

실마리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현대인의 상실과 고독에 작은 위로를 전달하고 있다. 낭만적이면서 실존적

세상을 꿈꾸는 작가의 시선은 6점의 영상과 사진, 사운드 등의 작품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성곡미술관, 유비호, 미술세계12월호, 이슈앤피플

We were unable to load Disqus. If you are a moderator please see our troubleshooting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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