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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미술관보다 6년 늦게 문을 연 부

산시립미술관(관장 김영순1998년 개관)은

국내 제1항구 도시 부산과 마찬가지로개방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역 유일 공립미

술관으로서 부산 미술의 진흥이 주요 임무지

만국내세계미술에도눈을돌리고있다

지난달 방문한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내

년개관 20주년을앞두고개관이래지속적으

로 개최해 온 신진 작가 지원 전시를 한눈에

보여주는 젊은시각새로운시선 19992017

전(7월28일12월10일)이열리고있었다

고원석학예연구실장은 개관 20주년기념

전은 1876년 개항 때부터 현재까지의 부산을

보여줄예정이라고귀띔했다

부산은정치경제사회문화등모든분야

에서 개방적인 곳이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대표적 물류항구였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전

국에서 피란민들이 몰리며 다양한 문화들이

섞인다 산업기 시절에도 물류항구로서 한국

산업의관문역할을하며국내외문화들이유

입된곳이다

이런 지정학적 특성은 고스란히 부산시립

미술관운영에도영향을준다

고 실장은 부산시립미술관 운영 방침에 대

해 크게 세가지를 꼽았다 ▲지역(부산)미술

의 진흥 ▲한국미술의 수용 ▲글로벌 아트의

수용이다 전시기획부터소장품수집까지이

세가지방침을따른다는설명이다

부산은다른분야에비해문화분야발전이

더뎠다 시립미술관도그동안전시기능만치

중했었다 지난 1996년부터개최되고있는부

산국제영화제가 크게 성공하고 매년 광안리

해수욕장열리는 부산불꽃축제가전국적인

기를 얻으며 문화도시로서의 부산이 부각된

시기는비교적최근이다

개방적 지역색과 문화 발전은 부산시립미

술관이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해외 작

가를위해전시실을통째로내어주고베트남

스페인 아랍 등 해외 교류전도 활발하게 하

면서도 신진작가 지원전과 작고작가전도 꾸

준히진행하고있다

부산시립미술관장점은스토리텔링기법으

로 지역 특수성 연고 작가들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게지난해 10월부터올해 2

월까지열린이중섭탄생 100주년기념 이중

섭 백년의 신화전이다 이 전시는 관람객 9

만5000여명이 방문하며 부산에서 열린 국내

작가 개인전으로선 최다 관람객 수를 기록했

다

부산과이중섭과의인연은길지않다 한국

전쟁 시기 이중섭은 1951년 12월부터 1953년

3월까지가족과이별하고부산에서피란생활

을 했다 이 기간 힘겹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

던이중섭은일본에있는가족들에대한그리

움을 은지화(담뱃갑 속 은빛종이 그린 그림)

에 담았고 각종 전시회에서 선보이며 외로움

을예술로승화시킨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은지화 편지화를 비롯

해 당시 이중섭의 사진 부산에서 제작한 작

품등을발굴전시하며전국적으로주목받았

다

1936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이우환 작가

는중학교시절을부산에서보낸인연이있어

부산시립미술관과함께 이우환공간을만들

었다

지난 2015년 개관한 이우환 공간은 일본

나오시마에 이은 두번째 이우환 개인미술관

으로 이우환 작가가 직접 작품을 위해 만든

공간으로는세계에서유일하다

검정 바탕에 전면 통유리를 설치한 직육면

체건물(지하 1층 지상2층연면적 1400규

모)은 이우환 작품을 보듯 절제와 긴장감이

느껴지는하나의작품이다건물에는흔한표

지석이나 현판 조차 없고 미술관 명칭을 사

용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공간 기본 설계

부터 건물 높이와 공간 구성 작품배치를 비

롯해 마감재 조명 집기에 이르기까지 이 작

가의꼼꼼한손길이닿아있다

홍보자료를만들때미술관관계자들이작

품 일부분만 사진으로 찍자 이 작가가 작품

전체를찍어각개체들이주는긴장감을담아

야한다고꾸짖었다는일화도있다

1층에는 자연석과 철판으로 만든 관계항

좁은문 물(物)과 언어 등 작품 8점이 2층

에는 회화작품 선으로부터 점으로부터

바람과함께 등 비교적신작위주작품 13점

이걸려있다또한앞마당에는 관게항안과

밖 관계항길 모퉁이 등을 설치해 공간을

완성했다

이진철 학예관은 이우환 공간에 대해 부

산시립미술관의 또다른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공간이라고표현했다

또한 앤디 워홀 라이브(2016) 스튜디오

지브리입체건축전(2015) 등전시기획사들이

주관하는 블록버스터 전시도 꾸준히 개최하

고 있다 기획사들 배만 불려준다는 블록버

스터전시에대한우려를깨기위해공동개최

전시도 2개월에 6000만원 수준인 대관료를

받아미술관운영내실을다지고있다

미술관 지하 1층에 있는 어린이미술관은

공립미술관이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교육 방

침을엿볼수있는곳이다

오는 12월3일까지 Studio1750팀(손진희

김영현) 구민정 오유경 작가가 참여하는

휫 우르르 쉬익을 진행한다 질서나 규정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을 미술로 풀어낸 전시

로 그리고 만지는 체험으로 구성된다 어릴

적부터미술에 대한흥미를 이끌어내며 어른

이 되서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

는게목적이다

부산시립미술관은 다른 공립미술관과 마

찬가지로에듀케이터 1명이있으며기록연구

사(아키비스트) 1명도두고있어눈길을끈다

장기 계획으로 정식 공간 디자이너 홍보출

판디자이너등도채용할방침이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부산시는 시립미술관 이외에 부산현대

미술관을내년부터본격운영할예정이다

지난 2월 준공한 부산현대미술관은 각종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곳으로 특히 부산비엔

날레전용관성격이강하다 지난해까지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진행했던 비엔날레 전시는

앞으로부산현대미술관에서열릴예정이다

지역적으로 동부산(해운대구 우동)에 시립

미술관이 있다면 서부산(사하구 을숙도)에는

현대미술관이 자리잡는 것이다 미술관이 많

을수록 문화 저변에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지

만 시립미술관 입장에서는 차별화에 대한 고

민이깊어질수밖에없다

부산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

습니다

산업관문부산 영화제등통해문화도시부각

1998년 미술관개관후문화향유기회제공

이중섭이우환등지역작가스토리텔링

해외작가에전시실제공스페인등교류전

신진작가작고작가전기획사블록버스터전

어린이미술관운영미술인구저변확대기여

내년개관현대미술관과차별화과제남아

지역 미술키우고세계예술품어 문화불모지 오명 벗다

부산출신이우환작가의국내첫전시관 이우환공간

관계항안과밖등이우환작가의조각작품이관람객들을맞는부산시립미술관조각공원

아이들에게미술에대한흥미를키워주는어린이미술관

작품기증자들을소개하는공간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25주년 기획

공립 미술관의 길을 묻다 <5> 부산시립미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