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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향 작 ‘Starfield’

심향 개인전…21∼26일 수성아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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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향 작가는 실과 바늘로 한지 위에 별을 담아내온 작가다. 

한지에 바느질을 한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까만 하늘을 밝게 비추는 것이 별인데 그의 별들이 하얀

색에 자리한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하얀색 바탕에 수많은 별이 무리지어 있거나 흩어지면서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갤러리팔조가 수성아트피아와 공동으로 심향 작가 개인전을 21일부터 26일까지 수성아트피아에서 

연다. 2003년 대구에서 개인전을 연 뒤 청도, 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열어왔던 심 작가가 오랜만에 

다시 대구를 찾은 것이다.

갤러리팔조 김중희 대표는 “심향 작가의 ‘Starfield’ 연작은 수많은 비슷한 형태가 자유롭고 불규칙하

게 연결되는데, 구상과 비구상을 아우르며 순수함이 드러나는 형태미의 조화로 독창적 표현양식을 

보여준다. 또 실이라는 매개체의 사용도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다.

심 작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별로 표현한다. 그의 작품에서 각기 다른 존재인 별들이 서로 연

결되어 드러나는데 이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비롯해 인간을 맺어주는 사랑, 정 등을 상징적으로 드

러낸다. 이런 별들과 그 연결선들이 때로는 선명하게, 때로는 희미하게 드러난다. 이를 통해 그 별들

은 원근감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심 작가가 한지에 바느질한 것들을 수십 차례 겹침으로써 만들어

진다.

그의 작품에서 겹침은 결국 별이라는 형상의 가려짐을 의미하는데, 가려진다는 것은 심 작가의 작

업에서 중요한 요소다. 비록 가려져 빛이 잘 드러나지 않는 존재가 있지만 이런 존재들도 모두 제각

각의 가치를 지니며 그 나름의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숨겨 보이지 않지만 존재마다의 고유한 

가치는 있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며 이것은 존재에 대한 소중함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

정적 시선을 의미한다.

심 작가는 “어릴 때부터 자수를 많이 해왔으며 뒤늦게 대학에서 서예를 전공한 것이 한지와 바느질

을 접목한 작업을 하게 된 동기”라며 “실은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이며 꿰매고 

엮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타일에서 무한한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다. 실로 한 올 한 올, 점과 선을 만

들어낸다는 것은 인간의 인연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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