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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lookart.org특집_ 안산국제아트쇼

2022 제4회 안산국제아트쇼
     화 예술의 도시 안산시의 후원으로 현대미술의 실험적이고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 예술적 가치와 작가정신을 대중과 함께 공감하는 대표적인 미술장터 축제로써 안산 국제아

트쇼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4회 2022년 안산국제아트쇼는 205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약 1500여 점의 서양화, 

한국화, 조각, 공예, 서예, 수채화, 문인화, 판화, 민화 등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지역 미술을 이끌어가는 안산미술협회가 주최,주관하며 회원작가를 비롯하여 해외 작가와 서

울. 경기 과천, 군포, 광명, 시흥, 부천, 안양, 의왕, 양평, 김포, 화성, 울산, 대구, 부산, 제주, 여

수, 대전 등 전국의 작가들을 초대하여 지역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한국 현대미술의 미래를 밝혀나갈 청년작가를 공모하여 선정된 VISION 2022 청년작가를 초

대하고, 전시와 작품 판매를 통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18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특별 부스

에 배정하였으며, 전시된 작품 2차 심사를 통하여 3명을 선정하고 12월에 열리는 부산국제아

트페어에 개인부스 초대전에 참가 기회를 제공하며 중대형 아트페어에 진출하는 플랫폼으로서 

안산국제아트쇼가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술에 관한 한, 그것이 무엇이든 안산에서 시작하고 안산으로 모이는 미술의 허브로서 안산이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안산에서, 안산으로'라는 슬로건으로 12일 동안 네 번째 걸음이 시작되

었다. 

VISION 2022  청년작가 공모선정작

1

4 5

2 3

1. 유 희_ ssireumㅣ78.0x100.9cmㅣInk, Watercolor, Pencil on paper 2021

2. 이소영_ 파도ㅣ90x116cmㅣResin, gelstone on woodboard  2022

3. 김예원_ 네가 꿈꿀 수 있다면 (If you can dream)ㅣ73x73cmㅣ캔버스에 디지털프린트  2022

4. 정하경_ 나른나른ㅣ91x116.8cmㅣ장지에 채색, 자개 2021

5. 이세진_ Untitleㅣ91x91cmㅣOil on canvas 2022

문 



03특집_ 경기미술대전

     기공예디자인민화대전은 경기지역 신진작가의 등용문으로 경기도 미술발전에 기여하고 미술인을 발굴하여 더욱 큰 작가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번 경기공예디자인민화대전은 신뢰와 공정성에 힘을 실었으며 그를 바탕으로 작가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58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총 17개 분야에 공예 

304점, 디자인 36점, 민화 128점이 출품되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총 202점의 작품이 수상되었다.  수상작 중 영예의 대상은 민화부문 강혜숙작가의 무릉장생도가 

선정 되었다.

 

수상작 전시는 2022년 10월 12일 ~ 16일까지 안산문화의전당 미술전시관에서 전시되었다.

경기공예디자인민화대전
2022 제58회 

대상수장작 '무릉장생도' 와 강혜숙 작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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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우수상_공예ㅣ강금숙ㅣ복식(한복)ㅣ홍원삼

2. 우수상_ 공예ㅣ송영민ㅣ서각ㅣ윤동주 시-별 헤는 밤

3. 우수상_ 민화ㅣ박현정ㅣ호피장막도 '복이 있는 서재'

4. 우수상_ 디자인ㅣ박경준ㅣ데빌 앤 엔젤

경 



www.klookart.org미술관  탐방기

    홍도 미술관의 구성은 제1,2,3 전시관과 김홍도의 영인본관이 있는데 그 중 먼저 들어가길 권하는 곳은 단연 김홍도 영인본관 이다. 

1관이나 2관보다 작은 규모지만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로 손꼽히는 단원(檀圓) 김홍도(金弘道)를 만나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김홍도 미술관의 영인본관이며 원본을 그

대로 촬영해 다양한 작품을 한층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와 함께 추천하는 것은 도슨트(docent) 해설을 듣는 것이다. 김홍도의 작품 해설 및 역사적 배경 이야기는 김홍도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보통 하루에 2번 진행되지만 각종 기획전이나 단원축제 때에는 시간과 횟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해 보고 가길 추천한다. 

한편 영인본관에 함께 전시되어 있는 어린이 미술체험 아뜰리에도 추천하고 싶은 테마이다. 풍속화에서 나타나는 과거의 생활 모습을 이해해보는 것, 풍속화 따라 그려 

보기 등 여러 체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제1전시관은 규모가 커서 대규모 전시가 가능해 보였으며 현재 -2022년 제23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展-이 전시되고 있으며 10人의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의 일상과 환

경, 인간의 삶, 상호관계성, 세 가지 키워드로 서로 마주한 찰라의 순간을 기록하고 해석한 10人의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단원 김홍도 미술관     
김 

단원(檀圓) 김홍도(金弘道)

김홍도는 1745년 김해(金海) 김씨(金氏)의 중인(中人)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호는 서호(西湖), 단원(檀圓), 단구(丹丘 또는 丹邱)가 있다. 김홍도의 고향이 어디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안산 부근으로 

생각된다.

김홍도가 7~8세부터 약 20세가 될 때까지 유명한 문인 화가인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1713~1791)에게 학문과 그림을 배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세황은 시와 글씨(서예), 그림을 모두 잘하여 삼절(三絶) 이라 불렸다. 이

처럼 학문과 예술에 뛰어난 학자로부터 공부한 것이 이후 김홍도(金弘道)가 화가로서 크게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김홍도(金弘道)는 아주 잘 생기고 성품도 겸손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한다. 20대 초반에 도화서 화원으로 발탁되어 영조(英祖) 정조(正祖)의 초상화(어진)를 그렸다. 이후 만년에는 소박한 서민들의 삶을 

표현하는 풍속화를 많이 그려 신윤복(申潤福)과 더불어 풍속화의 쌍벽임에 틀림 없으나 김홍도(金弘道)는 풍속화, 산수화, 인물화, 궁중기록화 등 한가지 소재만이 아닌 여러 가지 회화 영역에 두루 능통했던 그야말로 서구의 르네상스

에 비교되는 천재화가(天才畵家)라 하겠다.

김홍도(金弘道)는 안견(安堅), 장승업(張承業)과 함께 “조선 삼대 화가”로 지칭 된다.



제2전시관은 소규모 그룹전 및 개인전이 가능한 정도

의 규모로 2021년 진행되었던 제22회 단원미술제 대상

수상 작가를 지원하는 후속프로그램으로 ‘박준현 개인

전-사이의 풍경’이 전시되고 있다. 이것은 선정작가들

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단원미술제의 

의지가 잘 드러난 전시로 보였다.

제1,2전시관 모두 관람료 무료이며 기간은 2022

년 11월 5일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관, 운영시간은 

10:00~18:00이다. 11시, 3시 도슨트(docent) 투어가 

준비되어 있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제1,2전시관에서 제23회 단원미술제 전시 관람인증 이

벤트 행사가 진행 중이며 이벤트 기간은 전시 기간과 동

일하다. 이벤트 경품으론 미술관 옆집 아메리카노 1잔 

교환권으로 급히 전시관으로 향했던 발길을 멈춰 미술

05

관 앞마당에 전시된 조각공원로의 조각작품도 감상해 

보기 바란다.

제3전시관은 김홍도를 소재로 한 다양한 컨텐츠개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어

렵기만 한 현대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설치,영상 미디어아

트 등을 상영하는 미디어 영상실, 열린 문화공간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소년 김홍도 노적봉에서 세상을 담다- 는 조선

시대 안산에 있었던 단원(檀園)이라는 숲과 서호(西

湖) 바다를 모티브로 김홍도 유년 시절을 보낸 안산의 

옛 풍경을 상상해 보는 전시이다. 김홍도 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처음 선보이는 단원 콘텐츠 전시는 앞

으로 김홍도의 예술세계를 연구하여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라 한다.

이번 전시는 두 공간으로 나누어 커뮤니티작가 정진경

의 작품인 Danwoon in the Danwon을 전시한 공간으

로 이 작품은 김홍도 그림에 대한 그의 예술정신을 바

라보고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작품이 전시되었다. 

두 번째 공간엔 조민아 작가가 조선시대 안산을 기반

으로 활동했던 예인들의 모임을 그린 “균와아집도”

의 손실된 부분을 동시대 한국화 작가의 시선으로 복원

하고, 재해석하여 미디어화 한 것으로 예인들의 각자의 

특유 생김새와 행동을 취하며 당시 모임의 현장을 생동

감 있게 담아내고 있다. 또한, 어린이 전시연계 프로그

램이 진행되고 있어 가을 햇살 맞으며 주말, 가족과 함

께 미술관 관람과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장소

이다.

김홍도의 미술관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원이었던 김홍도의 작품세계를 기

리고 김홍도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김홍도 문화콘텐츠의 다양화로 지

역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건립된 미술관이다. 김홍도 미술관은 2013

년 4월 단원미술관(檀園美術館)으로 개관 후 2016년 1종 미술관으로 등록되

었다가 2020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후 2022년 3월 김홍도 미술관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글. 룩아트 편집부

미술관앞  편집위원들



     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김영구 작가의 작업실은 어쩌면 바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산예술의전당 화랑미술관에서 초대 전시중인 '사유하는 섬'들은 또 다른 바

다에 이르러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작가는 마침 2022년 경기미술상을 수상하는 시상식이 있는 날로, 우리는 축하 인사까지 전할 수 있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말그대로 편안한 산이라는 안산은 너른 평지의 들길을 걷는 듯 어디를 보아도 安山임을 느낄 수 있었고 안산미술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서양화가 김영구 작가는‘안산국제

아트쇼' 오픈을 하루 앞두고 바쁜 일정임에도 시간을 내주었다.

어린시절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해 줄곧 화가를 꿈꾸었고 누나의 상장 뒤에까지 그림을 그렸다는 작가는 40여년을 도시 이미지에 천착해 도시에 관한 것들을 그려오고 있다. 

2020년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해 2년을 보내면서 섬 이미지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회색도시 안에서 그리는 섬, 사유하는 그의 섬은 지정학적 실재하는 

섬이기도 하나, 어떤 이상향의 의미가 되어주면서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섬이며 꿈을 이루고 싶은 섬이라고 말한다.

   서양화가   김 영 구 

강

2022년도 경기미술상 수상

-서양화가 김영구 작가를 만나다

www.klookart.org이달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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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또한 빽빽한 빌딩 숲 회색도시의 건물이 주는 위압감이나 권위에 주눅 든 마음을 버리고 총천연색 열기구를 타고 멀리 올라가면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보거나 하늘

을 난다는 것에서 어떤 힐링을 소망했다고 한다.

예전엔 도시를 경쟁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보며 도시를 만들어가는 체계의 시스템과 규약 같은 것이, 기본적 성향이 저항적이고 자유로운 작가들이 따르기엔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선택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며 도시를 더욱 밝게, 좀 더 아름답게 보면서 트렌드가 되는 요소들을 찾아 갈 것이라

고 말했다. 주로 도시에 관한 것을 그리다가 잠시 휴가 다녀 온 듯 바다도 그리고 꽃도 그리지만 작가는 앞으로도 계속 도시를 그리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고 한다. 자신의 작품 얘기를 하면 천진난만해 진다며 활짝 웃는 작가의 눈빛이 아이처럼 반짝거렸다.

한편 명멸하는 야경 속 빌딩의 불빛 하나하나를 인간 욕망의 표출과 현대인의 고민들에 대입시켰다는 작품인 '반가사유상'의 사유가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지혜로운 

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작업중이던 어느날 어둠속에서 작가가 보았다는 반가사유상이 내뿜던 빛, 그것은 어쩌면 구원의 빛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태어나도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창작활동을 하고싶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술이라고 굳게 믿는다는 서양화가 김영구 작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화가로 살아가며 앞

으로도 변함없이 도시를 사랑으로 온마음을 다해 그리겠다고 한다. 카파도키아 열기구를 꼭 타보고 싶다는 작가의 꿈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갑작스레 열기구가 타고 싶어졌

다. 그의 모든 꿈이 곧 실현되길 두 손 모아 기원드리며 우리는 작가의 섬들이 둥둥 떠있는 바다를 나왔다.

글. 룩아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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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도시의 첨단 빌딩들은 수평과 수직의 

직선으로 이뤄져 마치 질서를 부여하는 듯이 명확해 보인다. 문화. 정치, 

경제의 중심에서 지난(至難)한 역사를 마주하면서도 첨단도시로의 위상

을 잃지 않고 발전해 가는 '서울'은 작가에게 존재의 장(場)인 동시에 성찰

의 대상이면서 지속해서 영감을 제공하는 모티브가 되고 있다.”

                                                           - 작가노트 중에서



추상회화의  명맥을   이어가는
서양화가  정 혜 란

    상미술에는 순기하학적, 주지주의적 경향과 낭만주의적, 표현

주의적 경향이 있다. 순기하학적, 주지주의적 경향은 들로네와 몬

드리안 등을 이야기 할 수 있고, 낭만주의적, 표현주의적 경향은 

칸딘스키와 클레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시 

명명(命名)된 ‘뜨거운 추상’이 표현주의적이며 격렬한 색채의 

약동을 추구하고, 한편 ‘차가운 추상’이 이지적(理知的)인 공간

을 추구하는 것을 보아도, 추상미술이 지성에 중점을 두는가, 감정

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크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론으로는 정형화하고 아카데미즘화한 기하학적 추상에 대한 

단순, 심플함에 대한 반동으로 제2차 세계 대전 후 프랑스를 중심

으로 일어난 서정적 추상 회화의 한 경향인 엥포르멜 [informel]

이 비정형 미술의 가치를 앞세우며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엥포

르멜의 이러한 무형파ㆍ비정형파는 또 다른 감상의 가치를 가지는 

추상 표현으로 상호 우월성을 견주는 자체가 무의미 하다 하겠다. 

부정형주의(不定形主義)는 현대 미술에서 나타나는 추상 회화의 

한 형식으로 작품 제작을 할 때 이지적인 사고방식을 피하고, 우연

의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드는 방식이다. 

정혜란 서양화가는 색채의 절제와 기하각적 도형들의 운집으로 작

가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오랜시간 작업해 오고 있는 추상회화 표

현작가이다. 동질의 색채와 함께 하는 캔버스의 기본적 구성은 지

금까지 화두로 열어본 미니멀 아트(minimal art)의 근접성으로 

볼 수 없지만 피에트 몬드리안과 마크 로스코의 적절한 혼합표현

으로 색과 도형의 미학을 추구한다 할 수 있다. 

‘열정’시리즈로 이어오는 작가의 창작 활동은 그 표현이 물적

(物的)·객관적인 대상을 표현함을 떠나, 주관적 순수 구성을 표

시하는 작업의 과정을 보여준다. 열정시리즈는 원시세계의 토테미

즘(totemism)을 연상케 하는 기호 또는 문자 등의 형상들이 서로 

충돌하며 복잡한 관계를 형성한다. 다양한 표정

의 기하도형들의 운집은 제각각의 다른 표정이나 

하나의 화면에 어우러져 이지적인 상상의 세계를 

감상 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몬드리안의‘컴포

지션A’ 작품이 미니멀의 절제된 표현임을 볼 때 

정혜란 화가의 조각편들은 그 범주를 넘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끌며 다양한 표정으로 다

가오게 된다. 추상적 절제 측면에서 다변화하는 

작업의 과정이 더해짐은 정혜란 작가의 독창성을 

가지게 하였음이다.

 
‘열정B’와‘열정C’작품에서 표현된 문자 형

태 혹은 기하 도형의 운집 외의 여백의 표현은 동

서양의 가치를 하나의 화면 속에 어우러지게 한

www.klookart.org칼럼_경기인 미술인

다. 미니멀리즘의 조각편들이 각양각색의 이성적 

세계를 이야기 한다면 캔버스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유로운 여백의 공간 표현은 동양의 감성적 정

신을 가지게 하여 준다. 

정혜란 화가의 열정시리즈는 표현의 주관성을 억

제하고 그것이 알 수 없는 조각편들의 놀음으로 

잇게 하여 관념적인 세계로 안내하는 추상회화

의 요소를 압축하여 창작되어진다. 정혜란 작가

의‘열정’연작은 표현 수단을 최소한 소극적으

로 사용하여 그 조각편을 잇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화려함이 미로와 같은 복잡함으로 연결되어 

미니멀리즘을 넘어 보다 복잡하고 화려한 세계를 

감상 할 수 있도록 한다. 

글. 김재덕 미술컬럼니스트             

추 



인 것이다. 이렇듯 지역 아리랑 작품들은 약 900여점

이 제작됐다. 지역 아리랑 외에도‘할머니 자장가아리

랑’처럼, 누구나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흥얼거리는 아

리랑과 ‘해금아리랑’ 처럼 특정 악기나 문화적 성격

의 아리랑 작품도 있다. 할머니 자장가아리랑, 한반도

아리랑, 정신대위안부아리랑, 춘천의병아리랑, 구음(口

音:가사 없는 멜로디)아리랑, 새색시아리랑, 연극아리

랑, 청성곡아리랑, 문경새재아리랑, 퇴계학서설아리랑, 

육자배기아리랑, 딸 엄마 할머니 삼대아리랑, 다산강진

아리랑, 다산목민아리랑 등도 백여 점 제작했다.

2012년 12월 유네스코가‘아리랑’을 세계문화유산

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2013년 1월 주미한국대사관

은 아리랑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앞서며 김정 화가에

게 ‘워싱턴아리랑 초대전’을 계획, 2013.5.30-6.6 

‘김정-워싱턴아리랑특별전’을 워싱턴 한국문화원

화랑에서 열었다. 아리랑 미술전시를 보기 위해 밀려드

는 인파에 주최측은 1주일 연장 전시를 결정 하게 되

었다. 김정 작가는 우리의 소리 아리랑을 시각예술 형

상 작업화 하는데 60년 세월 평생을 바쳐온 작가다. 그

의 아리랑 사랑은 서울, 문경, 정선, 밀양, 진도를 넘어, 

독일을 거쳐 이젠 세계의 국제적 명성을 누리는 화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의 아리랑에 대한 열정적 존재는 이

미 국내를 넘어 국제적 명성으로 평가 받고 있다. 

김정작가는 최초 순수예술도 인문학 발전에 필요하다

고 보며 미술전문학회인 한국조형교육학회(韓國造形

敎育學會)를 창립, 초대회장을 하면서 미술의 인문학 

융합시대를 본격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아

리랑도 민요지만, 회화에서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분석

하며 작업하면서 논리적으로 예술의 감정을 탐구하며 

작업을 했다. 김정 작가는 학회의 출범 전후 대학에서

의 ‘실기와 이론’이 통합적으로 연구된 미술 인식을 

개선키 위해 선진국 연구를 참고한 독일교수 등의 국내

초청과 자문을 통해 국내 미술전공 학회에 새로운 동력

을 찾느라 노력하고 있다. 

김 정

우리의 아리랑을 회화작품 테마로 평생 연구해 온 유일한 작가. 원로화가 

김정의 작품전시는 1회개인전(1976미도파화랑), 2회개인전(1980동덕미

술관)을 비롯해 미국, 독일 등 총 24회의 개인전 전시경력이 있고, 40년간 

앙가쥬망그룹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그룹전에 150여회 이상 

참여해왔다.          

글. 편집부

1970년대는 산세(山勢)의 험준한 이미지의 강조로 나

타내었으며, 1980년대는 산보다는 계곡의 안개(雲霧)

와 소나무의 상징적 표현에 감응 하였다. 1990년대

는 소나무, 도라지, 옥수수, 하늘, 계절변화로, 2000년

대는 산, 하늘, 율려(律呂), 계절의 느낌이며 최근에는 

달, 세월, 인생, 단순성으로 정선 아리랑의 시대별 감성

의 변화를 조형작업과 함께 정리하여 감상자들의 심성

을 세밀하게 자극하여 준다. 

김정 작가는 아리랑의 내용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형상

화하는 과정에서 일찌기 인문학적 접근을 시행해 왔다. 

강원, 경상, 전라, 충청, 경기, 제주 등 아리랑 지역 현

지를 체험하고 그곳 아리랑을 회화 연구로 평생 창작을 

해왔다. 정선 아리랑을 작업할 때에도 정선에 묶으면서 

그 지역 환경 및 역사, 언어 및 생활습관, 향토 음식 등

을 경험하느라 정선 명예군민이 되기도 했다. 감성 체

험으로 인문학적 가치를 공부하며 지역 아리랑을 종합

적으로 느끼는 작가의 노력이 기저에 깔려있음이다. 

김정 작가의 작품 아리랑은 모든 지역의 아리랑을 형상

화 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머물며 직접 체험한 60년 세

월을 거친 현지 체험에서 제작한 인문학적 아리랑 작품

   7편의 국제규격의 논문과 10여종의 미술관련 저서

를 집필하는 등 국내 최초라고 할 수 있는 학자형(學者

形) 화가인 김정 작가는 아리랑의 형상화 작업과 함께 

이론적 정립으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지역별 아리랑

의 감성변화를 작업 시대별로 정리를 해놓는 작업을 이

어왔다. 

수많은 아리랑 작업 중 일례로 정선아리랑의 경우 

서양화가 김   정

09미술계 동향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원로화가의   인문학적  예술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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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1회 고양국제현대미술제(아트페어)

제21회 고양국제현대미술제

제21회 고양국제아트페어
제28회 행주미술공예디자인대전
제28회 행주서예문인화대전

     022년 9월 29일~10월 4일 

고양국제 꽃박람회장에서 제21회 고양국제아트페어가 

개최되었다. 금번 고양국제아트페어는 해외 작가와 지

역 미술작가 간의 미술 교류를 통한 현대미술 정보 교

류 및 고양시 작가들의 국제화에 관심과 소통을 이루는

데 취지를 가진 전시로 기획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작가들의 창작활동 위

축에 대한 소통을 위해 우크라이나 작가 특별초대전시 

부스가 주목을 받았다. 

개회식에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대사부인이 참석하여 

자국 작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현지의 상황을 축사를 통

해 교류하였다. 매년 개최되는 고양국제현대미술제는 

행주미술대전과 행주서예문인화대전이 함께 개최되는 

경기지역 최대의 미술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www.klookart.org특집_미술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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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우크라이나대사 부인의 축사



특집_ 전시리뷰

    원미술제는 조선시대 천재화가로 알려진 단원(檀圓) 김

홍도(金弘道)의 예술혼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1999년

부터 시작된 미술공모전으로 2015년부터는 미술 공모를 

‘작품 공모’에서 ‘작가 공모제’로 전환하면서 해마다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며 다양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단원미술제 선정작가展”은 지난

해 개편된 공모방식으로 전국에서 총 118인의 

작가가 지원하여 미술계 전문가 심사를 통

해 고정남, 나광호, 문이원, 변현진, 이

길수, 이다겸, 이성경, 이웅철, 장민

경, 한윤희 10인의 작가를 선정했다. 

이번 참여 작가들은 관심 소재에 따

라 일상과 환경, 인간의 삶, 상호관계

성 세 가지 키워드로 접점을 보이며 

현재를 살면서 마주한 찰나의 순간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창의적 행위에 맥

락을 같이 한다.

자연환경을 소재로 삼는 나광호, 변현진, 이

다겸, 이성경은 일상에서 발견한 모습을 각자의 방

식으로 그려낸 작품을 선보인다. 문이원 , 이길수, 장민경

은 자신의 경험과 감성에서 비롯된 생성과 소멸, 노동, 의

무에 관한 이야기로 인간의 삶을 다룬다. 고정남, 이웅철, 

제23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

성남아트페어

 The 23rd Danwon Art Festival2022

2022년 제11회

신다혜_A child's mind  꿈의 공간

11

    남아트페어는 성남시의 문화발전을 위해 지역미

술인들의 자생적인 목적의식과 참여의지로 구성되는 

예술축제입니다. 시민들의 미술 수요층과 작가들로 

일컬어지는 미술 생산자가 만나는 지역 문화교류의 

장을 펼치게 됩니다. 중앙으로 집중된 문화구조의 중

심축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며 지역예술에 활력을 불

어 넣으며 세계적인 문화도시 성남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는 데에 미력하나마 한 부분의 역할을 감

당해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문화 예술 속에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게 이러한 형태의 자유롭고 긍정적인 미술 전시방식

은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방식의 변형에 대한 

모색을 논의하고 새로운 방식의 도출을 통해 한층 더 

진보된 문화예술의 융성을 기대합니다. 미술시장의 

영역을 보편화시키며 미술수요자들의 흥미지표를 자

연스럽게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에 주목하고 동시대

미술을 선보이며 나아가는 견인차역할을 더욱 감당

해야할 몫이 예술가에겐 끊임없이 요구되어지고 있

습니다.

현재의 코로나시대에 막연한 불안감을 위로할 예술로

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2022년 제11 

회 성남아트페어는 일상의 삶에 생기를 불어 넣어줄 

56명의 작가들의 예술작품 400여점이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중심축을 저변 확대 시키며 시민들과 함께 호

홉하는 예술문화장터에 많은 분들의 발걸음을 기다립

니다.

-참여작가 -

강순자 강영옥 강정여 구자승 김경숙 김경용 김남숙 

김보연 김상수 김선숙 김성태 김영실 김용석 김원술 

김은숙 마영애 박지오 박진현 박화수 박희윤 서성근 

신라연 신미선 신제남 안현곤 안혜영 오지은 윤민희 

이경근 이경숙 이나겸 이미영 이범헌 이선종 이영선 

이원영 이인숙 이정연 이홍전 이희숙 임철순 장석현 

전혜원 정정애 조규자 조동균 조인희 조창환 조혜숙 

지선영 최근선  최미경 최미정  하일지 허  훈  홍수미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2022.10.27(Thu)-11.05(Sat)

Opening : 2022.10.27 오후 5시 

한윤희는 시간을 추적하며 드러난 존재들을 물리적 공간

에 연결하는 작업으로 근대와 현대, 가상과 실제, 개인과 

사회 각 관심대상에 대한 상호 관계성을 탐색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10인의 작가들에 대한 다양한 예술세계를 살펴볼수 있는 

이번 “단원미술제 선정작가展”은 전시기간 중에 단원

미술대상 1인이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단원미술대상 1인

에게는 2,000만원(매입상)이 추가로 

수여된다. 또한 관객참여로 ‘인

기작가 투표’도 함께 진행되

어 인기작가상 1인도 함께 

선정한다. 

문이원_ 

A black dance-2206a 

Mother of pearl on Wooden panel 120x120cm, 2022

전시기간: 2022.09.30 ~ 2022.11.05

관람시간: 10:00 ~ 18:00(입장마감: 17:30)

전시해설: 11:00, 15:00

관람료 : 무료

장소 : 김홍도 미술관 제1전시관

주최 / 안산시,   주관 / (재)안산문화재단

성 

단 



제13회  오산독산성문화제
오산시, '제13회 오산독산성문화제' 성황리에 개최

    010년부터 진행된 오산시 대표 축제 오산독산성문화제는 권율장군의 애국심과 정조대왕의 애

민사상이 깃든 『독산성과 세마대지(국가사적 140호)』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

리고 공유하는 중요한 문화 축제이다.

특히 청동기 문화가 남아 있는 고인돌 공원에서 다양한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서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는 의미 있는 축제이다. 

2022년 제13회 오산독산성문화제는 새로운 오산 시대를 기념하고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독산성마을, 독산성 과거시험, 1593 LIVE, 1593 

공방, 장미뜨레 포토존 등 다채로운 체험 및 지역 행사에 유명 가수를 초청하는 빅 공연 대신 6개 

행정동 주민이 참여하는‘시민 노래자랑’을 개최함으로 관람객 참여도를 높였다. 

www.klookart.org칼럼_경기미술 소식

2023 Shinhan Young Artist Festa 신진 작가 공모

신한갤러리에서는 젊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 및 지원하고자 2023 Shinhan Young Artist Festa를 시행하며, 참신한 

작가그룹을 모집합니다. 주제나 형식, 표현기법 면에서 서로 연관되는 2인 이상의 작가그룹은 모두 참여 가능하며, 선정

된 작가군은 신한갤러리에서 그룹전 개최와 전시 진행에 수반되는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

래 공모요강을 참고 바라며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오산 세교 고인돌 공원  2022.10.01-10.02

문의  02-8036-7601

공식사이트  http://www.doksanseong.kr

주최  오산시

주관  오산문화재단

출처: 오산독산성문화제,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

2 



제24회

분당작가협회전

동두천 청소년미술대전

제25회

13특집_ 경기미술 소식

올해는 분당작가협회 탄생 25주년이라는 의미있는 해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품 활동에 매진한 전회원과 임원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를 기원하는 자리였다.

     

일시: 2022. 10. 19(수) ▶ 2022. 10. 24(월)

장소: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34-1, 2층 3관 | T.02-736-6347

http://insaartplaza.com/xe/

-참여작가-

최예태 · 장   완 · 김한오 · 양화정 · 하기님 · 서성근 · 김선기 · 김홍태

박필현 · 이도선 · 허   훈 · 김호민 · 김영윤 · 최호식 · 김미아 · 박춘희

안혜영 · 홍영이 · 이혜임 · 배정강 · 송원기 · 채수정 · 이미숙 · 하경림

백남학 · 민현주 · 김정화 · 오미경 · 배문희 · 이성숙 · 박정선 · 한정원

 

동두천시는 청소년 백일장 및 미술대전을 통해 청소년들의 예술적 소양을 맘껏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미술활동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재능을 키워

주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청소년 미술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2022년 제24회 동두천 청소년미술대전의 주제는 

1. 동두천의 미래에 대하여 표현하기

2. 나의 친구, 나의 이담(동두천의 옛지명) (택1) 이며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접수기간 : 2022 10.05(수)-10.18(화)

화지 배포 : 2022. 10. 24(월)

공모기간 : 2022. 10.25(화)-11.04(금)

문의 010-3478-5707 / 이메일: znf0077@gmail.com

주최/주관  (사)한국예총 동두천지회 / (사)한국미술협회 동두천지부



전시리뷰

제4회 안산국제아트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 전관

1부전시 2022.10.19.(수)~10.24.(월) 

2부전시 2022.10.25.(화)~10.30.(일)                           

개막식 10.19.(수) 오후 5시

제23회 양평의 미술가들

2022 경기의 사계
       : 아름다운 산하전

제58회 경기공예•디자인•민화대전 
노작미로 : 가을에 스며들다

제22회 의왕미술협회전

제20회 가평미술협회전

동두천청소년미술대전

2022 일산창작그룹전

하순천 개인전

2022 파주예술축제

제31회 구리미협전

제21회 화성미협 정기전
         : 꿈의 날개

제9회 미르인예술대전

경기미술상수상작가전

제13회 오산독산성문화제

제31회 전국회룡미술대전

양평군립미술관                                                 

2022.10.06.(목)-10.13.(목)

Opening : 2022.10.06.(목) 오후 4시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양평지부

영은 미술관

2022.09.23.(금)-10.02.(금)   

경기도의 아름다운 산하를 예술가들의 눈을 통

해 표현하는 지역 미술 축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2022.10.12.(수)~11.16.(일)

시상식 2022.10.26.(일) 오전 11시

주최 (사)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   

홍사용 문화거리  2022.9.24.(토)-10.29.(토)

화성 시민이 기획한 문화예술행사

-다리 밑 어린이 연극제

-줍깅&업사이클링 작품만들기

-노작미로 재활용 마켓

매주 토요일 11시-19시

의왕시 평생학습관

2022.10.25.(화)-10.31.(월)

Opening : 2022.10.25.(화) 오후 5시

의왕미술상, 의왕미술작가상, 공로상 시상식

의왕시 평생학습관

가평문화예술회관

2022.10.19.(수)-10.25(화)

Opening : 2022.10.19 오후 3시 

가평문화예술회관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가평지부

접수기간 : 2022 10.05.(수)-10.18.(화)

화지 배포 : 2022.10. 24.(월)

공모기간 : 2022. 10.25.(화)-11.04.(금)

작품접수 : 우편접수,방문접수

문의 010-3478-5707

이메일: znf0077@gmail.com

갤러리스퀘어 81

2022.10.04.(화)~10.24.(월)

14인의 각기 다른 분야의 창작예술인들이 한

곳에 모여 전시한다.

송탄국제교류센터 PIEF Gallery 

2022.09.06.(화)-09.28.(수)

관람시간  평일 9:00~18:00

운정호수공원   

2022.09.01.(목)-09.07.(수)

2022 찾아가는 미술작품 전시회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파주지부

구리아트홀 갤러리  

2022.10.11.(화)-10.17.(월)

Opening : 2022.10.11 오후 5시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구리지부

동탄 아트스페이스  

2022.10.04.(화)-10.08.(토)

Opening : 2022.10.04 오후 4시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포천지부

용인특례시 문화예술원 대전시실(2층)  

2022.10.11.(화)-10.16(일)

선정작가전, 초대작가전 진행

수여식 : 2022.10.16.(일)  오후 2시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 3층

안산문화 예술의전당

2022.10.12.(수)-10.16(일)

경기미술상 수상자: 김영구

경기청년작가상 수상자: 조숙연

오프닝/시상식: 2022.10.16.(일) 오전 11시 

안산문화 예술의전당

오산 세교 고인돌공원   

2022.10.01.(토)-10.02.(일)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오산지부

의정부문화재단 전시실   

2022.07.30.(토)-11.04.(금)

문의 : 010-8222-4939, 010-4751-7539

홈페이지 : http://www.yechong.co.kr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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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정봉준 개인전

       : Shadow & Illusion

빈집예술공간 #2 

2022.09.06.(화)-09.17.(토)

여주세종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Shadow & Illusion'전은 빛의 투

영을 이용한 현대도예 작품전이다.

www.klookart.org



2022 어반스케치 사생대회

新행주산성 완전정복 시민참여형 공공프로젝트  

대회일시 2022.11.05.(토) 오전10시~오후3시                          

(사)고양미술협회 주관의 행주산성 스케치여행

참가자격: 제한 없음

참가비: 무료

초, 중, 고, 성인부 각 부문 시상

문의: 031-906-8643~4  (사)한국미술협회 고양지부 사무국

제24회 동두천지부 회원전
         : 아름다운 시선

IWAB 인천국제아트쇼

제34회 하남미술대전 

성남아트페스티벌

제20회 너른고을미술제

하남학생미술서예대전

백영수를 기리다 chater 2

최선 신진작가전

제29회 홍재 미술대회
         : 수원 화성을 그리다

제12회 소사벌 야외 조각전

제3회 한소영 개인전
       : 내안의 풍경Ⅲ

제24회 파주예술축제
           어린이 미술대회

2022 시흥미술제
      : 人인, 만나고 싶다

제22회 양주지부회원전

제26회 관악현대미술대전

동두천 중앙역 2층 로비

2022.10.19.(수)-10.23.(일)                                                  

오프닝  2022.10.22.(토) 오후 3시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동두천지부

인천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12,13층

2022 9.23.(금)~9.25.(일)   

오프닝 2022. 9.23.(금) 오후 5시

주관  (사)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하남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장 

 2022.11.29.(화)-12.04.(일)

공모내용 : 미술부문/서예·문인화부문

              (공모요강참조)

시상식 : 2022.11.29.(화) 오후 3시

문의 : 010-5590-5673, 010-3604-5781

홈페이지 : cafe.never.com/hanamart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하남지부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2022.10.27.(목)-11.05.(토)

오프닝 2022.10.27.(목) 오후 5시 

www.snart.kr  

영은미술관 제1전시실

2022.09.23.(금)-10.03.(월)

오프닝 2022.09.23.(금) 오후4시

광주시민 무료관람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광주지부

미사경정공원 잔디광장

2022.09.17.(토) 오전 11:00~오후 2:30

부문: 미술/서예

대상: 하남시 소재 초,중,고학생

        하남거주 유치원생

백영수 미술관

2022. 10.28.(금)-12.18.(일)

<오마주백영수> 탄생 100주년

경기북부의 미술협회를 대표하는 지부장 5인

이 참여하는 전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Galerie St. 136

2022. 10.14.(금)~10.20(목)

                      
관람시간 11:00~18:00

삶은 'Non-Place'로 향하는 여정이라  표현하

는 최선작가의 종교적 색채를 담은 전시

문의 0507-1384-2331

접수기간 : 2022 9.26.(월)-10.23.(일)

수상자 발표 : 2022.10.31. 이후

작품접수 : 우편접수, 방문접수

(사)한국미술협회 수원지부 사무국

문의 : 031-246-2515

평택호 예술관 

2022 10/9.(일)~11/6.(일)

평택호예술관에서 펼쳐지는 소사벌야외조각전

에서 15인의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평택지부

롯데아트스튜디오   

2022.10.28.(금)~11.28.(월)

매일 보여지는 일상의 풍경을 작가만의 감성으

로 표현한 '내안의 풍경Ⅲ'은 샤롯데갤러리 아

트스튜디오에서 한 달간 진행된다.

운정호수공원 유비파크 잔디광장 

2022. 10.01.(토) 오전 10:30~오후3:00

관내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

을 장려하고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 마련함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파주지부

갤러리 시흥

2022.10.31.(월)-11.06.(일)

제30회 시흥미술협회 정기회원전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2022.09.01.(목)-09.07.(수)

오프닝 2022.09.01(목) 오후5시

*제16회 양주지부테마전

덕계공원 2022.09.01(목)-09.07(수)

1차접수 2022.10.31.(월)-11.03.(목)

2차접수 2022.11.11.(금)-11.12.(토)

시상식 2022.11.26.(토) 오후 2시

전시 2022.11.21.(월)-11.26.(토)

      평촌아트홀 전시실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

전시리뷰 15

부천지역작가특별전

부천아트벙커 B39  

2022.07.28.(목)-10.16.(일)

40인의 시각예술인의 작품을 디지털화하여 몰

입형 실감콘텐츠라는 새로운 장르로 재해석된 

작품을 파사드형식으로 영상과 실제 작품과 함

께 전시하고 있다. 

제4회 항일의 혼을 깨우다

용인시청내 문화예술원 대전시실  

2022.10.04.(화)-10.09.(일)

 

용인의 역사·문화의 미술아카이브전

Opening : 2022.10.05(수) 오후 5시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용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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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4회, 우편요금 10,000원을 계좌로 입금해주시고,

이름, 소속지부, 연락처,주소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 입금계좌

농협 301-0310-219521

예금주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

신청이메일 &  연락처

E-mail: artkk4@daum.net

사무처장: 김은정 010-3719-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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