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6월 3일 수요일제20004호��
문 화

예술마을로변한담양 竹이네

정희남광주교대교수가지난2010년만든대담미술관은

담양의대표적인문화공간으로자리잡았다

죽녹원과관방제림사이에위치한대담미술관은작품감

상이라는 미술관 자체의 기능과 함께 자연 속에서 작품을

감상할수있다는점에서젊은층은물론전연령대에서사

랑받고 있다 입소문을 타면서 주말과 휴일에는 사람들로

붐빈다 스콧 와이트먼 앤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 부부가

다녀가면서 한국에서가장예쁜미술관이라고말하기도

했다

미술관뒤편정원을사이에두고있는 감나무집도대담

미술관을찾는또하나의즐거움이다 옛집을허물지않고

예술작품과작은소품들로아기자기하게꾸며고풍스런멋

과고즈넉함을동시에느낄수있다

대담미술관이 지역 작가 향교리 마을 주민들과 손잡고

마을프로젝트를 진행 골목길을따라걸으면서마을곳곳

에 놓여 있는 예술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또 정기적

으로 시낭송 음악회 퍼포먼스 등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문의 0613810082

대담미술관과 도보로 5분 거리에는 담양문화재단 국제

예술창작촌사업팀이조성하고있는담양남송예술창고가

있다 현재 주민 수다방 등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

는이곳은오랫동안방치돼있던폐창고시설에예술을입

히기시작하면서문화공간으로탈바꿈하고있다

붉은벽돌이 인상적인 외관과 함께 330(약 100평) 규

모의 창고 2동이 마주하고있어공간도매우널찍하다 또

남송예술창고 뒤편으로는 200300여 년생의 팽나무 등

이심어져있는관방제림이펼쳐지고 그사이에는담양군

이조성한조각공원이있는점도매력적이다

이달부터는 영재 멘토링 사업과 함께 집에 있는 폐품이

나고장난물건들을가지고와서젊은예술가들과함께예

술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에

는 남송예술창고갤러리가정식개시한다

국제예술창작촌 총괄기획인 화가 장현우씨는 담양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개관전은

작품을관람하고 체험할수있는 인터렉티브아트전으로

준비중이다고말했다문의 0613803488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담양 대전면 쪽으로 향하다 보면

지난 4월 문을 연 공예미술관 보임쉔(Baumchen)을 만날

수있다 나무그루터기같은독특한외관이인상적인보임

쉔은목공예를전공한정건용광주대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와목칠공예작가인아내김현정관장이 직접만들미

술관이다특히지역에서는유일하게목공예금속공예 도

자공예종이공예등공예작품위주로전시한다

미술관 1 2층에서는 우리일상생활에서사용할수있는

다양한공예작품들이 전시되고 있고 미술관 옆으로는작

은 감나무를 중심으로 나무데크와 나무테이블이 놓여 있

다 또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 만든 작은 카페도 있어 잠시

들러쉬어갈수도있다 문의 0613836473

담양IC를지나담양읍쪽으로향하다보면왼쪽편에세

련된 외관의 갤러리카페M이 위치하고 있다 미술관 옆으

로는벤치가놓인작은정원이있다 미술관에들어서면하

얀색 벽면과 통유리가 인상적인 공간이 펼쳐지고 벽면을

활용해다양한미술작품을전시하고있다

서양화가문경희씨가지난 2013년부터운영하고있는이

곳은 갤러리와 카페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그동안 김종일

전전남대교수를비롯해전경문김영희씨등작가들의개

인전과함께연말에는소년소녀가장 돕기단체전 등이진

행됐다 공간이 넓어 100호 작품을 포함해 40여 점의 작품

을한꺼번에전시할수있다 문의 0613819881

화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옆에 생긴 펜션 단지인 메

타펜션내에도올여름갤러리가문을연다 화순에서소아

르갤러리를운영하고있는조의현교수가펜션옆건물 2층

에 작은 갤러리를만든다 펜션단지내에도 조각상들이있

어 조각공원처럼산책하며작품을관람할 수있다 이국적

인형태의펜션과함께주변자연경관이어우러져있고숙

소와음식점 카페가함께자리하고있어가족단위관광객

들에게사랑받고있다 김경인기자 kki@

담양이 컬쳐빌리지로뜨고있다 연간 150만명의관광객이방문하는죽녹원 70만80만명이찾는메타세쿼

이아가로수길등자연경관속에미술관과갤러리문화센터가잇따라생기면서문화마을로변모하고있는것이다

특히광주와가까운지리적여건까지더해져주말이면미술관과갤러리가시민들로북적인다

대담미술관

자연속미술관외국인도반했네

남송예술창고

폐창고에서작품만들어볼까

공예미술관 보임쉔

공예품만전시할곳찾는다면

갤러리카페M

100호 작품전시도거뜬해요

메타펜션 소아르

이국적펜션앞조각공원거닐까

무등갤러리(관장 조은경)는 오는 10일

까지특별기획 숨결전을연다

이번전시에는서양화가강운씨와미디

어아티스트 박상화씨가 주축이된 융합그

룹 비빔밥팀과 이숙영(안무) 박주옥(춤)

문경미(음악)씨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이

전시된다

비빔밥그룹은지난 2012년광주비엔날

레를 비롯해 수많은 전시 등에서 다양한

장르와 융합 작업을 선보여왔다 이번 전

시에서 강씨의 구름 작품을 바탕으로 콜

라보한 영상작품 숨결 2점과 강씨의 작

품을함께선보인다 이번영상작품은한

지를캔버스에잘게오려붙여바람의 결

을 표현한 강씨의 작품에 인간의 숨을 표

현한무용수들의몸짓을더해완성됐다

공기와 구름 인간의 몸짓이 화폭과 영

상을 오가면서 영상 숲을 만들어낸다 관

람객들에게는 작품의 일부가 되는 듯한

느낌을선사한다특히예술의거리 궁동

유람 행사가열리는오는 5일오후 6시에

는작가와안무가들이전시장에서퍼포먼

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236

2520 김경인기자 kki@

그림과하나된몸짓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갤러리카페M 공예미술

관 보임쉔 대담미술관

남송예술창고

비빔밥그룹등 숨결전10일까지무등갤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