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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전남

지역미술계가호기를맞고있다

전남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김충

경)이호텔에서미술경매를진행한다

지역전업미술작가들의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남도예술은행 특별그림경매

를호텔에서분기별로추진한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현대호텔 목포

(영암)와 공동으로 그림경매 활성화와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

거리 제공을 위해 분기마다 호텔그림

경매를추진한다

첫경매는16일오후 1시30분현대호

텔목포(영암) 문화갤러리에서열린다

이번특별그림경매에서는서지영작

가의 네마음을열어봐(한국화) 양홍

길작가의 인간과자연10(한국화) 박

인희 작가의 메밀꽃과 나비(서양화)

박종원 작가의 우공이산(서각) 등 남

도의봄을느낄수있는작품을총30점

선보인다

경매에 출품된 작품들은 오는 17일

까지 호텔현대목포(영암) 문화갤러리

에서미리볼수있다경매시작가는시

중가격 대비 최대 70% 할

인된금액으로책정됐다

최근현대미술시장에서

경매와 아트페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경매의 경우

작품 선택의 폭이 넓고 아

트페어는수많은작가와컬

렉터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미술계의 흐름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에국내에서도수많은경매

와 아트페어 등이 생겨났고 호텔에서

느긋하게 작품을 감상하면서 구입할

수 있는 호텔아트페어 등도 인기를 끌

고있다

또 전남문화예술재단은 KTX개통

으로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

역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이 늘고 있어

GS칼텍스 예울마루와 함께 분기별로

남도예술은행 그림경매전도 열고 있

다

2분기 상설기획전은 오는 6월 1일부

터 20일까지 7층전시실에서열리며전

시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 2시에는 특

별경매가열린다

이와함께매주토요일오전 11시 진

도 운림산방에서 상설로 열리고 있는

토요그림경매도변함없이추진된다

한편남도예술은행은지난 2006년 8

월부터 진도 운림산방에서 매주 토요

일 오전 11시 토요그림경매를 진행하

고있다 남도예술은행홍보및그림경

매활성화를위해지난해부터광주목

포역 특별경매를 시작으로 순회 경매

를열고있다

김충경사무처장은 기업

체공공기관과연계해그림

경매의 위상을 높이고 전남

의 미술인들의 작품을 다양

한곳에서감상하실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호텔

경매행사 등 순회경매를 추

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 0612805832

오광록기자 kroh@

kwangjucokr

전 세계 미술품 경매 역대 최고

가작품이탄생했다

20세기 미술 거장 파블로 피카

소(18811973년)의 유화 알제의

여인들(Les Femmes dAlger)

이 11일(현지시간) 밤뉴욕크리스

티 경매에서 전세계 미술품 경매

역대최고가에낙찰됐다

또 스위스 조각가 알베르토 자

코메티(19011966)의 청동상도

조각 작품 가운데 역대 최고가 경

매낙찰기록을세웠다

두 사람의 작품은 역대 미술품

경매가 톱 10에서도두각을나타

내고 있다 피카소는 모두 4점 자

코메티는 3점이 10위안에들었다

알제의 여인들은 이날 경매에

서 1억7936만5000달러(한화 1968

억 1721만원수수료 12% 포함가)

에낙찰됐다 1955년 작품인 알제

의 여인들은 피카소가 외젠 들라

크루아의동명작품을재해석해그

린15개연작중마지막작품이다

자코메티의 손가락으로가리키

는 남자(LHomme au Doigt

PointingMan)는 11일(현지시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4130

만달러(약 1549억3545만원)에 낙

찰됐다 자코메티 특유의 비쩍 마

른 팔다리와 발만 커다란 조각의

특징을 갖춘 이 조각상은 1947년

작품으로 약 178 높이의 실물

크기다 자코메티는이제목으로 6

개의 조각상을 만들었다 이 작품

은역대경매가 1위를기록했다

예술품 경매 전문가들은 이날

경매낙찰가가최고가를기록한것

은 예술품의 높은 투자 가치와 걸

작을 찾는 부유한 수집가 때문으

로분석했다

이번 최고가 낙찰과 더불어 역

대 미술품 경매가 톱10에 대한

관심도높아지고있다

지금까지 최고가 작품이었다 이

번에 3위로 하락한 작품은 프란시

스 베이컨의 3폭 짜리 유화 루치

한 프로이트의 세가지 연구다 사

람을 일그러뜨린 베이컨의 기괴한

인물화는 1억 4240만달러에 낙찰

됐다 또 국내 미술팬들에게 친숙

한 에드워드 뭉크의 절규(1억

1992만달러)가 4위를 차지했으며

팝아트선구자앤디워홀의 실버카

크래시는 1억 544만원에낙찰돼 6

위를기록했다

피카소 작품의 경우 누드 녹색

잎과 상반신(1억 648만달러)이 5

위를 차지했으며 파이프를 든 소

년(1억4146만달러)과 고양이를

안고 있는 도라마르(952만달러)

가 7위와 10위에랭크됐다

자코메티의 걷는남자(1억96만

달러)와 전차(1억 96만달러)는 8

위와 9위였다 /김경인기자 kki@

연합뉴스

섬유예술의지평을넓혀온조선섬유

조형회(회장한경희)가올해로창립 30

주년을 맞아 15일까지 조선대학교 미

술관에서창립 30주년기념전을연다

조선대 미술대학 교수와 이 대학 출

신 섬유작가 섬유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선섬유조형회는 이번 전시에서 무명

과 양모 비단 노방 마 펄프 한지 등

의섬유작품을선사한다

또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하여 섬유

예술고유의질감과색상을선보인다

27명의 회원과 조선대 디자인학부

섬유패션전공 섬유트랙 2학년4학년

학생 41명도 함께 전시해 참여했다 재

학생들은 자화상을 주제로 2학년은

염색 3학년은자수 4학년은자수와섬

유콜라주기법의작품을전시한다

조선섬유조형회는 1986년 남도예술

회관에서 첫 전시를 시작으로 매년 전

시회와 세미나를 열고 있다 광주에서

는 처음으로 섬유 예술이라는 장르를

시작한 조선섬유조형회는염색과 직조

라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

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활발한 창작활

동을펼치고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섬유예술가인

노은희한선주조선대교수 정예금작

가 김영희고구려대교수 김윤희한국

천연염색박물관문화교육팀장류명숙

배화여대 겸임교수 박유진 가삿공방

대표등많은작가를배출했다

전시도 활발하게 열고 있다 서울 화

인갤러리(1991년) 한국공예문화진흥

원(2003년) 전시에이어 2011년에는중

국상해문화원전시실에서첫해외전시

를열었다 문의 062230773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피카소 알제의여인들 1968억원 경매 최고가

자코메티 손가락으로 1549억원 2위

조선섬유조형회창립 30주년 기념전

15일까지조선대미술관

한선주작 존재의이유

남도미술계KTX 효과기대

전남문예재단호텔경매

16일 현대호텔목포서

GS칼텍스예울마루와

남도예술은행상설전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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