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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현대미술로 보는 '자연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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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지역에서 활동 중인 현대미술가들이 예향 광주로 모여 '자연과 인간'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해 낸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시립미술관과 대만 핫스프링스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공동 주관한 전시
다.

취재수첩
사설

아시아현대미술연대전 '2016Riverㆍ河流(하류)-전환적 삶의 방식'을 통해 30여 명의 아시아지역 작가들의 작

전일시론

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제1전시실에서 회화, 미디어 아트, 설

기고

치, 조각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대만국가문화예술기금회ㆍ대만가오슝시문화국 등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아시아지역 미술인 네트워크
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2월 대만 핫스프링스 프로젝트 우샹린 대표로부터 제안을 받은 광주시립미술관이 지난해 대만 가오슝에
서 열린 전시 이후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다.
우샹린 대표는 "전시 주제인 '河流(하류)-전환적 삶의 방식'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
물'과 관련된 인간의 삶의 조건과 삶의 모습을 고찰하는 것"이라며 "현대사회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자연파괴
를 언급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조명하는데 의의를 뒀다"고 밝혔다.
국적별 참여 작가는 한국 14명, 대만 12명, 일본 3명, 프랑스 1명 등 총 30명이다. 광주 출신 작가는 김경란ㆍ
박성완ㆍ윤세영ㆍ조광석ㆍ조현택ㆍ박인선ㆍ이수경ㆍ박정용ㆍ정광희ㆍ진시영ㆍ서영기ㆍ김자이ㆍ려은ㆍ윤수
정 작가 등이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은 조현택 작가의 '빈방 시리즈'를 비롯해 타카히토 토기무라(일본) 작가의 '구름
이 되면 좋은날'이다. 이 작품은 가로 4m, 세로 3m 짜리의 무명천 10여 개를 이어 붙여 하늘 위의 구름으로 형
상화 했다. 작가 혼자만의 작업으로 완성된 작품이 아닌 수십여 명의 참여로 완성됐다.
타카히토 토기무라 작가는 "최근 광주시립미술관 야외마당에 나들이 나온 유치원, 초등학생 20여 명과 함께 이
작품을 만들었다"며 "파란 바탕 위의 천에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을 하늘 위의 구름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고 말했다.
대만 출신의 리밍쉐 작가는 파란색의 액체가 담겨 있는 제품 등을 활용한 작품 '흐름'을 선보였다. 선반 위에 올려
진 제품 등은 음료수, 맥주, 섬유용품 등 다양하다.
리밍쉐 작가는 "자연과 인간에게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게 '물'이다. 물 이미지와 가장 어울리는 색상이 파란
색이라서 선택하게 됐다"며 "관람객들의 시각, 촉각, 후각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실험적인 작품"이라고 설명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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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군 뉴스

광주시립미술관 윤익 학예연구과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위상과 역할을 위한 아시아지역 예술가들의 네트
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며 "전시 기간동안 다양한 강좌 운영,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정화 기자 jhjo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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