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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신안앞바다에서발견된중국송

원나라때무역선신안선에서는당대무역품

2만4000여점이 쏟아져나왔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수중발굴이진행되며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이 생기고 국립광주박물관이 세

워진계기가됐다 하지만당시출수됐던문

화재는 뿔뿔이 흩어졌다 규모가 커서 이동

이 어려웠던 선체와 자단목(紫檀木)은 목포

보존처리장(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닻은 진해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도자기

등 나머지 문화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귀

속된다

지난해 열렸던 신안선 발굴 40주년 기념

전시를 계기로 국립광주박물관과 국립해양

문화재연구소가신안선문화재를항상만날

수있는자리를마련한다

광주박물관이 상설전시실 2층에 신안실

을 새롭게 꾸몄다 원래 광주박물관은 개관

당시 별도 공간을 확보해 신안해저문화재

실을운영하며중국도자기 목기 청동유물

등을전시했다 하지만지난 2006년 목포국

립해양유물전시관이 건립되고 국립중앙박

물관이 신안실을 설치하면서 광주박물관의

신안실은축소됐다 이마저도 국립중앙박물

관특별전을위해지난해 5월소장품을반환

하며문을닫았다

광주박물관은 중앙박물관으로부터 신안

선 문화재를 대여받아 2층에 신안실을 새

롭게조성했다 기존신안문화재상설전시

취지를계승하면서박물관정체성도알린다

는목적이다

전시실은주제동아시아문화와신안문화

재를 다섯 분야로 나눠 보여주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14세기 동아시아 원료 무역 차

문화 놀이문화 도자기 불교의식이다

1부 신안선의 원료 무역에서는 신안선

교역품 중에서도 재가공해 상품화할 수 있

었던목재와주석덩어리 동전등원재료를

살펴본다

2부는 동아시아의 차 문화와 신안 문화

재이다 차도구를통해중세동아시아의차

문화유행에대하여알아볼수있다

3부 놀이 문화에서는 신안선 위에서 벌

어졌던장기 바둑등놀이문화와관련된소

장품과함께상품으로거래됐던흙인형과상

형도자를전시한다 4부 신안선의중국도자

기에서는도자기를주요생산지별로구분함

으로써14세기중국도자를설명한다

5부에서는 신안선 위에서 행해졌던 불교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불교 용품을

선보이며 안전한 항해를 위해 기도했던 문

화를엿볼수있다 문의 0625707034

지난 2004년부터선체를복원해전시하고

있는 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국립중앙박물관

에서 신안 문화재 4300여점을 지난 달 장기

대여 형식으로 이관받았다 사실상 40년 만

에문화재들이신안선으로돌아온셈이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기존에 소장하던

200여점을 더해 오는 7월 해양유물전시관

에서공개할계획이다

이관 받은 신안 해저문화재는 1323년 중

국용천요(龍泉窯) 청자 3752점을포함한백

자와 도토기(陶土器)류 금속기 목간 유리

구슬 후추 선상생활용품등이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역사적 침몰선을 주제로 운영되고 있는 노

르웨이 바이킹박물관 영국 메리로즈박물

관 등처럼 세계적 관광명소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문의 061270204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이남 작가는 30일까지 2017 아틀

리에 STORY전에서 새로운작품을선

보이며올해전시를시작한다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에서열리는이번전시는TV채널 skyA

&C 프로그램 아틀리에 STORY 시즌

34 출연 작가 중 14인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회화조각설치미디어아트공

예등170여점을전시한다

이 작가가 출품한 신작 바니타스

2017은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삶은 변화하는 것이며 변화는 존재를

충만하게한다는메시지를전한다

또다른작품 꽃과만물은화려한꽃

을등장시켜아름다운것이영속되지못

함을 표현한다 동양 화무십일홍 서양

바니타스적인 의미를 담아 시간 흐름에

따른만물의변화를담았다

전시장에는 거장들의작업실을조성

해 작가들이 실제 사용하는 도구 등을

통해작품탄생과정을볼수있다또작

품 탄생의 숨은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영상을상영해작품이해를돕는다

조선대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술학 박사과정을수료한이

씨는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미국샌프란시스코 노르웨이베

스트 포센에서 전시를 열었고 2016 부

산비엔날레에서구글과협업작업을하

며 주목받았다 5월에는 대만과 필리핀

등에서전시를열예정이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atelier�

storycokr)참조 문의 022146088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꽃과만물

이이남 아틀리에 STORY전 참여

유명작가 14명과 회화조각미디어아트 170여점

40년만에돌아온신안선유물

광주목포서 동시에 만난다

광주예술인회계간지 소나무 봄호

광주예술인회 발행하는 계간지 소나

무봄호(통권 17호)가나왔다

이번호 특집은 새봄 미학을 논하다

이다 아름다움이 충만한 봄 동양화와

서양화 문학 사진속미학의세계를짚

어봤다

의재미술관장 허달재 화백은 靜中動

古中新(정중동 고중신) 동양화의 미학

을전하고 서양화에서는장석원전북도

립미술관장이 탄핵 즈음 미술의 정황

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학 분야는 차노

휘 소설가가 31절 대마도 여행길에서

느낀미학적심상을 사진분야는강봉규

사진작가가 완벽한 언어로써의 사진미

학을풀어놓았다

살아 숨쉬는 근대미술관 코너에서

는남도구상회화대가양인옥의작품세

계를소개한다

문화마을을 찾아서는 남신희 월간

전라도닷컴 기자가 전주 서학동 예술마

을을찾아생활과예술이어우러지는공

간들을소개했다

김정호 향토사학자의 잃어버린 광주

문화유산은이번호광주음식에대해다

뤘다 한 상 가득 차려졌던 광주음식의

상징 광주백반과용봉탕애저탕등사

라져가고있는음식을조명했다

그밖에 하정웅미술관 개관 로터스갤

러리 오승윤 화백 특별전 양림동서 떠

나는근대예술여행등다양한문화계소

식이실렸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재)남도문화재단과 광주시립미술관이

공동 주최한 2017 전국 청년작가 미술공

모전대상에박기훈씨가이름을올렸다

서울출신으로홍익대미술대학과대학

원을 졸업한 박씨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

물들을 도시에 등장시킨 작품 공존<사

진>을출품했다판화의복제성과찍은후

남은 판 자체의 촉감을 살린 실험적인 작

품이다 흑백판화에색채를넣는회화요

소를접목하는독창적인형식으로주제를

표현한점을높이평가받았다

박씨에게는상금 3000만원과함께 2018

년개인전을지원한다

우수상(상금 1000만원)은 이수형 작가

가받았다 중앙대예술대학대학원홍익

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씨는 회화 Float

Zerosum을 출품했다 대칭적으로 그린

새 공중에떠다니는듯한현대식건물철

재구조가 등장하는 작품이다 그밖에 선

정작가상(각 200만원)에는 김선혁문창

배배수민안정환윤석원씨가선정됐다

한편 올해 처음 진행된 전국 청년작가

미술공모전에는 작가 193명이 도전했다

작가 7명을 1차 선정한뒤서울 G&J광주

전남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어 작품심사와

작가인터뷰를통해최종수상자를뽑았다

선정작가 전시회는 18일까지 진행된다

문의 0624630840 김용희기자 kimyh@

남도문화재단광주시립미술관 청년작가미술공모전

박기훈씨 공존 대상우수상엔이수형작가

지난해신안선발굴40주년기념전모습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전시중인신안선선체

국립광주박물관 신안실 새롭게꾸며

동아시아문화와신안문화재 5부 나눠전시

목포해양문화재연구소 4300여점 장기 대여

7월부터해양유물전시관서일반공개

보살

도사모습연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