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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HOT

전체보기 ▶

한미약품-PHC, '타액 검출' 코로나19 검사키트 수출 추진
H > Hobby en > 문화/예술

우리금융, 이원덕 우리은행장 내정자 비상임이사로 추천

아트프로젝트 씨오, 24일부터 ‘신미경 작가 개인전’ 개최

카카오엔터, <사내맞선> 드라마 인기에 웹소설 조회수 10배 증가

노유정 기자 % / 2022-02-23 18:15:02

24일~3월23일, 서울시 성동구 Art Project CO서 진행

[하비엔=노유정 기자] 아트프로젝트 씨오는 올해 첫 기획전으로 신미경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24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시는 ‘바니타스’를 새로운 개념으로 끌어들여 기존 <페인팅 시리즈>와 <고스트 시리즈>에 내재한
가능성의 문을 두드리는 신미경 작가의 작업을 선보인다.
‘바니타스’는 라틴어로 ‘허무·허영·덧없음’을 의미하고, 이는 인생무상의 의미를 담은 허무주의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전체보기 ▶

밀리의 서재, 다산북스와 ‘2022 SF 오디오 스토리 어워즈’ 개최
수제천 보존회, 2대 이사장에 장기철 전북도 도민회 부회장 선임
비즈니스북스, <마케터의 생활력> 출간

ORLANDO
▲ 신미경 작가 개인전. [사진=아트프로젝트 씨오]

ORLANDO
SAVE UP TO 25% ON
TOP HOTELS

SAVE UP TO 25% ON
TOP HOTELS

신 작가는 작품을 통해 ‘텅빈 사이’, 동양적 해석으로는 ‘허실상생(虛實相生)’의 다양성을 드러냄으로써, 유물이 가진 원본성
에 대해 가치론적 질문을 남긴다.
전시회 관계자는 “작가가 예술적 가치를 불어넣어 탄생한 작품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감상자에 의해 정의 내려지는 가
치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전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서울시 성동구 Art Project CO에서 24일부터 3월23일 진행한다.
[ⓒ 하비엔.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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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가 작성한 다른 기사

전체보기 ▶

카카오엔터, <사내맞선> 드라마 인기에 웹소설 조회수 10배 증가
밀리의 서재, 다산북스와 ‘2022 SF 오디오 스토리 어워즈’ 개최
IHQ, 오는 4월 ‘숏폼’ 전용 OTT ‘바바요’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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