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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쌀창고에문화의기운을불어넣은

담양담빛예술창고가개관한 후휴일도없

이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지역의 큰

행사인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까지 겹쳐

전시회가 열리는 공간은 사람들로 북적였

다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잠

시 짬을 내 제주로도 출장 겸 휴식을 가기

로 했다 처음 세운계획은최대한빨리 업

무를 마치고 호텔에서 편하게쉬는 것이었

다 하지만 출발부터 쉽지 않아 비행기 편

은 구할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목포에

서제주도로가는배편을예약했다

오전 9시 출항이라 새벽밥 먹고 담양에

서출발해목포항에도착했다 부랴부랴티

켓팅을 하고 2만4000t급 씨스타크루즈호

에오르니일반객실이라창문도없고좀답

답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가탄배는세월호보다 3배나큰목

포제주카페리였지만객실안모습을보

니얼마지나지않은세월호사건이떠오르

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아이들이 차가운

물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고 힘들었

을지 이해가 가는 듯하다 하지만 이미 그

런 생각들은 잊은 듯 객실 안 사람들의 여

유로운표정을보니왠지씁쓸한마음이다

평온한 날씨에 밖으로 나와 신안반도를

지나고 있는 선상 위에 섰다 아이와 함께

잠시업무와세상사는일을잊고다도해식

명칭인발가락섬 손가락섬 고사도등섬

들을바라보며스케치를시작했다

4시간30분간의항해끝에오후 1시 30분

제주항에도착했다 시간이빠듯해바로행

사장인호텔워크숍장소로이동했다

이번 행사는국비로 진행되는전국 17개

도시재생 프로그램 폐산업시설을 예술로

공간 재창조의 하나인 제주의 예술공간

과 도시를 잇다 지역 컨퍼런스였다 컨설

팅단 사업단과 각 지역 담당자들이 모여

각자의사례와진행 상황을공유하고토론

하는자리다 우리지역의담양담빛예술창

고와 광주 소촌아트팩토리 나주 나비센터

역시이와함께진행된프로젝트다

워크숍은각지역의상황에따라진행속

도와순서는 다르지만 서로의 노하우를 벤

치마킹하고문제점에대해함께공유할수

있는의미있는자리였다

제주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옛

제주대병원건물을예술공간으로변모시

키는 중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그동안

비어있던옛 병원건물이 갤러리로만들어

지는 과정이 전시됐고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있었다

담빛예술창고 개관전시에 참여했던 이

병찬작가의 도시생명체 작품을시작으로

전시는 3층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최근 유

행하는 인터렉티브 아트와 현대미술이 주

로 선보인 전시였다 잠시나마 바쁜 일정

속에서작품과대화하며사색에빠졌다

오늘날 현대 미술작품은 예술가의 철학

과의식을대변하지못하고관람자에게휴

식과힐링을주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

다 하지만 당대 예술 작품이 시끄러운 현

대인의마음에 무엇인가질문을던지고진

정한 휴식과사색을위한기회를제공하기

위해끊임없이시도하고있다는점만은의

미가있다고생각한다

관련 전공자로서좋은전시를보았을때

만큼의정신적휴식과힐링은없을것이다

수영장이 있는 이국적인 호텔에서 한가

하게독서와 함께음악회를 감상하며 와인

한잔에 피로를 풀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그런 휴식을 꿈꾸며 오랜 시간 배 타는 것

을 감수하며 참가했다 하지만 개관식 전

시장에들어서자마자 이곳에서느꼈던감

흥이 호텔에서의휴식보다더 오랫동안마

음에남을거라는생각이들었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조용

하게 산책하고 카페에서 공연을 보며 커피

한잔하고쉬는것으로일정을마무리했다

다음날아침일찍눈을떠일출을보고자

했지만날씨가도와주지않아좀아쉬웠다

일행을깨워호텔앞해변을산책하고들물

파도와놀다가 신발까지젖으며 마무리휴

식을챙긴것이이번여행의마지막기억으

로남았다

광주전남의 미래와 미술 발전을 위해

시작한 국제예술창작촌 조성사업이 조만

간끝이난다 마지막까지동료예술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데

이번짧은여행이큰힘이될듯하다

예술로 재탄생한 공간

<25> 제주장현우

옛 제주대 병원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

술공간에 설치된 이병찬 작가의 작품 도

시생명체를스케치했다

장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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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렬예술중심수학

개인전 17회 국내외그룹초대전500여회

영무예다음 창작공간 레지던시 북경광주시립미술관 레

지던시 현재한국미협및전업미술가협회회원 담양군문

화재단국제예술창작촌총괄기획

일상을 재충전한 시간

출장겸휴식차원에서방문한제주중문단지의풍경

카페리에서바라본신안반도다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