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8월 2일 화요일제20300호��
문 화

해남 녹우당에 보관된 국보 제240호 윤두서 자화상은

우리나라 자화상 가운데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화폭을

가득채운얼굴 꽉다문입술 부릅뜬눈 사방으로뻗친

수염은쉽게잊히지않는강한인상을준다 공재윤두서

(16681715)가 48세 나이로 세상을떠나기 5년 전 완성

한 이 작품은 현재까지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경외의 대

상이되고있다

후대예술가들에게공재란어떤존재일까 녹우당에서

지역예술가들이공재와 300년 시공을초월한예술적교

감을시도한다

행촌문화재단(이사장 김동국) 행촌미술관이 2016 풍

류남도 아트프로젝트공재恭齋 녹우당에서 공재를 상

상하다(Gongjae Remagined) 전을 10월3일까지녹우

당 충헌각에서 연다 전시 기간 윤선도 유물전시관에서

는공재자화상진본과풍속화를특별전시한다

녹우당에는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

히 2010년 이후 줄곧 비워져 있던 충헌각을 미술관으로

활용함으로써공재의혼이서려있는장소에서전시를한

다는데의미를더했다

전시에는 김기라김억김우성김은숙김현철박방

영방정아서용선성태진신재돈윤석남이종구이이

남이인정복수조종성하성흡한홍수 등 작가 18명이

참여한다 작가들은해남을답사하며짧게는 4개월 길게

는 2년간준비한작품 39점을선보이며각자방식으로공

재에대해이야기한다

지난 20년이상간송미술관연구원으로근무하며조선

시대초상화와진경산수채색화기법을연구한김현철작

가는 공재 초상화를 전통 방식으로 새롭게 제작했다 작

품 2016 공재윤두서초상화는훼손되지않는원본모습

을상상해충실히재현했다 두건 도포등을그려넣었다

녹우당을방문했던방정아작가는어느날종부의한숨

소리를듣는다 1년이면수십차례제사를준비해야하는

무거운짐이보였다 작품 텅빈연못녹우당종부는 이

제는 말라버린 연못과 묵묵히 녹우당을 지키고 있는 종

부를동일시했다

여든을 바라보는 윤석남 작가는 한지에 먹으로 그린

자화상을선보인다 수십년간연필 색연필드로잉용종

이를 사용했던 그는 처음으로 이번 전시에서 한국화를

시도했다 작가는 몇 년 전 공재 자화상 진본을 보고 큰

충격받았다 그동안의 작업이 부끄러웠다 윤두서의 고

장에서 열리는 전시인 만큼 자화상을 출품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어떻게살것인가?에대해생각본다

한국목판화협회장을맡고있는 김억작가는녹우당에

서보길도까지남도길 300리를 10m목판화 남도풍색에

담았다 작가는 작업을 위해 2014년부터 자전거와 도보

로 직접 답사했다 작품은 작가 발길에 따라 녹우당에서

두륜산 대흥사로 금쇄동유적을 지나 달마산을 넘어 땅

끝으로이어지며파노라마형식으로전개된다또강진월

출산 자락 백운동별서를 시작으로 백련사 다산초당 보

길도까지 다산의 자취를 따라가는 12점 연작 명량대첩

을새긴작품을전시한다

1976년에태어난성태진작가는같은해만들어진만화

태권V를패러디해공재에게청춘에대해묻는 청춘을

작업했다 이외에도신재돈성태진김은숙박방영작가

는공재자화상과본인자화상을함께그렸다 이종구정

복수김우성작가는해남평범한사람을소재로삼아공

재가그린풍속화를되새긴다

전시를기획한이승미관장은 겸재정선이나단원김

홍도 공재와 동시대를 살았던 렘브란트 등은 미술관이

만들어져 현재에도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이번전시를계기로공재가태어나살던녹우당에도미

술관이 만들어져 남도 르네상스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

다고말했다 문의 061530828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녹우당서

공재를

상상하다

광주 출신으

로빛과색의근

본을 탐구하는

추상작업에 몰

두하고 있는 박

현수(50사진 )

작가가 제2회

전혁림 미술상

(상금 1000만원)을수상했다

전혁림미술상은경남통영출신전혁

림(19152010) 화백의 숭고한 예술 혼

을기리기위해지난해제정됐다

국내에서활동하고있는 3050대서

양화가를대상으로하는전혁림미술상

은 특히 국내 미술상이 외면해온 추상

미술에 주목했다 심사위원회는전혁

림 작가의 회화 경향이 비구상 혹은 반

구상을아우르는추상인만큼장기적으

로 한국 추상미술의 맥을 잇는 작가를

집중육성발굴하는데중점을뒀다고

밝혔다

조대부고를 졸업한 박작가는중앙대

회화학과및동대학원회화과와샌프란

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대학원을 졸업

했으며개인전 15회와서울을비롯해미

국등에서열린주요단체전에참여해왔

다지난 2009년에는광주미술상도수상

했다

박 작가의 수상작 circeBW(705x

503 cm 2012)는 우주 생성의 신비스

러운기운이 강하게회오리치는 작품이

다 작가는 화면에 수백 개의 정밀한 작

은조각의형태를밀집시키며흘리기기

법발굴기법등을교차시킨다

심사위원회는 박현수작가의작품에

대해미시세계와거시세계가유기적으

로 통합되는 모습을 그리는 등 대상의

본질을 꿰뚫었다며 심사위원 6명이

각 3명의작가를추천한끝에박현수작

가를최종선정했다고밝혔다

박현수 작가는 수상을 한다는 것은

긍정의 에너지다 앞으로 더 좋은 작업

과작품이나오도록하라는격려의의미

로생각된다고말했다

시상식은 지난 21일 전혁림 탄생 100

주년예술제개막행사에서열렸으며수

상기념전은내년제3회전혁림예술제에

서개최될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그림책으

로 떠나는다문화 기행 강좌가 오는 20

일까지매주토요일오전10시12시문

화예술작은도서관에서열린다

6일은 가깝고도먼나라일본의축제

와 놀이를주제로일본 동화책 오늘은

무슨날?을읽어보고 일본의전통놀이

체험 및 일본 전통놀이 기구 캔다마를

만든다

13일은 가장 많은 다문화를 이루고

있는 베트남 전통과 음식을 주제로 진

행된다 베트남 동화책 베트남 설날 장

대 이야기를 읽은 뒤 베트남의 전통의

상 아오자이를 입어보고 베트남 전통놀

이 기구 논라 모빌을 만들어 보는 시간

을가질예정이다

마지막 20일은 가장 큰 나라 러시아

의 예술과 인물을 주제로 러시아 동화

책 열려라 러시아 열려라 마트료시카

를 읽어보고 러시아 음악을 함께 듣는

다 이어 러시아 전통인형 마트료시카

를활용한장식품가랜더를만들어볼예

정이다 0626707968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출신박현수작가 전혁림미술상

수상작 circeBW 대상의본질꿰뚫어

박현수작 circeBW

광주문화재단 그림책으로떠나는다문화기행 강좌

성태진작 청춘

신재돈작 연대

박방영작 공재를상상하다

행촌미술관 녹우당서 10월 3일까지 풍류남도아트프로젝트공재전

윤석남김억김현철등 18명 참여

해남서준비한작품 39점 선봬

300년 시공초월예술적공감시도

윤두서 자화상 진본 특별전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