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1일 수요일제20444호��
문 화

나무를 소재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이

종숙 작가가 순천만 도솔갤러리에서

131일 초대 개인전 Happyday

tree를연다

이작가는이번전시에서나무를반추상

기법으로표현한회화작품을선보인다

HappydayTree 시리즈는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가로수 등을

형상화한작품이다작가는보라 주황

청록 등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따뜻한

분위기로캔버스를채웠다

특히 기둥과 가지 이파리를 다양한

구도로 그리며 동적인 느낌을 가미했

다 또한 비슷한 색채가 엿보이는 꽃

작품도 출품한다 Happyday2017

Rose06Y Happyday2017Rose03

R 등을 통해향기가득한봄소식을전

한다

이 작가는 우주 안에 또다른 우주가

있듯숲속의숲을작품에담아상상속

이야기를구현했다며 낯설지않은친

근한풍경을소재로행복한느낌을공유

하고싶다고말했다

조선대 미술대학을졸업한 이씨는대

한민국미술대전 전남미술대전 남농미

술대전 등에서 수상했으며 개인전 6회

다수 단체전을 가졌다 현재 목우회 신

작전 리필전 삼목회 한몽회 목포전

남여성작가회 가톨릭미협 환경미협

나그모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1751001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문화재청은 28일 신여량상가교서

<사진> 등 6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로지정예고했다

신여량상가교서(申汝樑賞加敎書)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권율과 함께 싸운

신여량에게 전공에 대한 포상으로 정삼

품에서종2품으로승진시키면서내린부

임명령서다 신여량밀부유서는신여량

에게발급한군사를움직일수있는일종

의증빙서류로 임진왜란이후국왕의군

사명령방식을엿볼수있는희귀자료다

그밖에조선후기영의정최석정의모

습을 그린 최석정 초상 및 함 원나라

승려 유칙이 쓴 능엄경 주석서를 조선

세조 때 번역한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

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당나라승려실

차난타가화엄경을번역한 초조본대방

광불화엄경 주본 권41 청주 비중리 석

조여래삼존상및석조여래입상 등이이

름을올렸다 김용희기자 kimyh@

날마다행복한나무이종숙개인전

순천만

도솔갤러리

31일까지

Happyday

신여량상가교서 등 6건 보물지정예고

새 단장한미술관서거장의작품만난다

특히하정웅컬렉션은한일근현대사격동속에

서 활동한 재일작가 작품이 핵심으로 민족적 한

(恨) 고통 절망을 넘어 희망을 이야기한다 민주

인권평화로대표하는광주정신과일맥상통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본관에서 운영하던 하정웅기

증작품실을 확대해 전국에 흩어진 하정웅 컬렉션

과연계하고연구등효율적관리를위해하정웅미

술관을새로개관한다

28일 미리 만나본 하정웅미술관은 외양은 그대

로살리고내부자투리공간을최대한활용한게특

징이었다 김희랑 시립미술관 분관장은 기존 200

평(660)에서 250평(826) 규모로 늘어났다며

막혀있던 2층테라스벽을뚫어상록공원을한눈

에감상할수있도록꾸몄다고소개했다

입구에걸린현판은도올김용옥이글씨를썼다

로비에는 하 명예관장이 직접 그린 회화 오원을

설치했다 지구 5대양을상징하는작품에는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등을 그려넣어 하나가 되는 세상

을꿈꾸는마음을담았다

하정웅미술관은총 5개전시실과하정웅아카이

브실관장실을갖추고있다

오는 6월 25일까지열리는개관전은하명예관장

과 깊은 인연이 있는 이우환(LEE UFAN)전을

준비했다

시립미술관은 단일 미술관으로는 세계적 작가

이우환작품최대소장처다 하명예관장은 1993년

13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6점을 기증했고 이번

전시에서는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에서 대여한 1

점을 포함 모두 37점을 전시한다 가장 유명한

1970년대 점으로부터(From Point) 연작을 비롯

해 1980년대 선으로부터(From Line) 바람으로

부터(FromWinds) 1990년대 조응(Correspon�

dence) 2000년대 대화(Dialogue)까지 예술세

계를총망라했다

1전시실에는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7점

을 배치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위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품 기준으로 쓰였던

작품들이다

또한자유로운붓터치가인상적인 1984년작 동

풍 연작도 걸었다 이 작가가 예술적 부담을 느끼

며작업했던 From Point From Line 시리즈에

서벗어나마음여유를가지고그린작품들이다

2전시실에서는 작품을 비롯해 하 명예관장 이

작가가 함께 찍은 사진 편지 리플렛 등을 살펴볼

수 있다 1990년대 하 명예관장은 당시 권위 있는

일본 미술잡지 미즈에를 통해 이 작가를 알게 되

고재고(500권)를전량구입했다마침잡지가필요

했던이작가가연락하며인연이시작된다 이후하

명예관장이 1984년 유럽 전시경비를 지원하자 이

작가는 보답으로 작품을 선물한다 전시실에는 잡

지 미즈노와 당시 선물 받았던 From Line

(1980)을함께만날수있다

또한 2층(45전시실)은이작가가중시여겼던판

화 작품 최근작 Dialogue(2012)로만 구성한 점

이특징이다

한켠에는 하정웅 아카이브실을 설치해 하 명예

관장의 생애를 소개하고 그동안 수집했던 장식물

도 배치했다 일반에 공개한 명예관장실에는 스테

인드글라스 작품을 설치해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

했다

연계행사로전시기간매주토요일(오후 2시)마다

작품설명회를열고청소년교육 추상화실기프로

그램이운영된다

한편 하정웅미술관은 콜렉션 전시뿐 아니라 지

역작가단체 전시도 꾸준히 열 계획이며 오는 4월

부터는 인문학 강좌도 운영한다 문의 062613

539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개관 기념 이우환전

From Line(1980) East Winds(1984)

하정웅미술관전경

1990년하정웅명예관장(왼쪽)과이우환작가

하씨시립미술관에작품 2523점 기증

상록전시관리모델링 3일 미술관개관

이우환작품가장많이소장한미술관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회화 37점

사진편지리플렛등 6월 25일까지전시

1층 1전시실모습

지난 2008년전남도지사공관을 리모델링해문을연광주시립미

술관상록전시관은문화가숨쉬는시민휴식공간으로각광을받았

다붉은벽돌로만들어진 2층규모건물은 6개의전시실을갖춰작

가들에게도다양한공간구성을시도할수있는인기장소였다

10여년간지역민과함께했던상록전시관이역사속으로사라지

고오는 3일하정웅미술관으로다시태어난다

재일교포사업가하정웅(77)씨는 지난 1993년부터 20여년간 6차

례에걸쳐작품 2523점을기증하며지난 2001년시립미술관명예관

장에위촉됐다 하정웅기증작은이우환 전화황곽인식곽덕준등

재일교포작가작품과마리로랑생샤갈달리앤디워홀등으로구

성돼시립미술관은전국에서도손꼽히는소장품을갖추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