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 이 숫자엔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제주지역 쓰레기 매립장

의 매립률이다. 또 다른 하나는 완

성, 성공을 상징하는 100%가 눈앞에

왔음을 알린다. 30대 후반의 제주 청

년작가 강주현은 그 나머지 1%에 주

목한다. 1%의 존재들이 무엇을 해

야 할까? 그가 그같은 물음을 던진

작업들로 미국 뉴욕 아트모라 뉴저

지(Art MORA New Jersey)에서

개인전을 펼친다.

제주대 미술학과와 홍익대학원(박

사)을 졸업한 강 작가는 제35회 대

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 평론가상,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청년작가상,

제주도미술대전 대상 등 화려한 이

력을 쌓아왔다. 이번에 제주문화예술

재단 전문예술창작 지원사업으로 처

음 해외 개인전을 갖는 그는

99% 란 이름 아래 길이 1m50㎝, 높

이 1m 35㎝에 이르는 대형 작품을

포함 입체, 평면설치 등 10점을 뉴욕

미술계에 선보인다.

남은 1%를 향한 욕망은 브레이

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99%의 환상

을 99%의 탐욕으로 바꾸어 놓는다.

반면 탐욕의 99%에도 1%는 존재한

다. 탐욕의 사회에서 남겨둔 1%, 마

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어떤 것, 시대

가 공감하는 가치의 모습으로 존재

한다.

강 작가가 직접 쓴 전시 서문은 그

의 작업이 도달하려는 지점을 보여

준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촬영된 버

려진 사물과 풍경 사진 등을 이용해

결과가 아닌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

래도 1%가 남아있는 현실을 살아가

는 우리들의 선택과 행위에 따라 결

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출발한 작업이지만 이

섬을 넘어 푸른 별 지구가 처한 공

통의 문제를 환기시킨다. 전시는 이

달 12일부터 23일까지(현지 시간)

이어진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대부분이 차기

전시 예고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전시를 공개한 미술

관이 1곳에 불과한 탓이다.

제주도립미술관 설치 운영 조례

적용을 받는 도내 공립미술관은 7곳

에 이른다. 이중에서 6일 현재 미술

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차기 전시

정보를 게재한 곳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제주현대미술관이 유일하다.

미술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전

홍보로 관객을 유인할 수 있는데도

나머지는 전시 정보 공유에 무신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섭미술관과 소암기념관은 예

정 전시 를 소개하는 코너가 만들어

져 있지 않다. 제주추사관은 아예 홈

페이지에서 기획전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다.

제주도립미술관, 기당미술관, 김창

열미술관은 예정 전시 코너를 별도

로 뒀지만 콘텐츠가 전무하다. 특히

제주를 대표하는 공립미술관인 제주

도립미술관은 직전 기획전 작품 철

거와 다가오는 전시 준비를 위해 9월

17일부터 한달 동안 휴관(상설전시

실 제외)한다는 소식을 안내하면서

도 뒤이은 전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도내 미술계 관계자는

연중 전시 계획은 그렇다 쳐도 차기

전시는 일정한 때가 되면 정해지는

데 이를 외부에 알릴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 며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기

본적인 서비스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

다 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제주도가 주최하고 (사)제주어보전

회(이사장 김정민)가 주관한 2019

제주어 생활수기 공모에서 김신자씨

의 어머니는, 나신디 웬겨 싱거진

꼿이우다 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상 1편을 포함

우수상 3편, 가작 7편 등 33편을 입

상작으로 뽑았다. 우수상은 김현신

문태길 문혜숙씨에게 돌아갔다. 시

상은 10월 26일 열리는 제11회 제주

어 골을락 대회에서 이루어진다. 입

상작은 제주어 홍보를 위해 별도 작

품집으로 묶어낸다.

제주문인협회(회장 고운진)가 실시한

제58회 탐라문화제 전국 문학작품공

모에서 내이름은 애기업개 를 낸 고

여진씨가 일반부 최고상인 탐라상 수

상자로 선정됐다. 학생부는 살아있는

바다 (운문)로 응모한 광양초 김윤경

어린이가 탐라상에 뽑혔다.

탐라상에 이은 일반부 한라상은

김정미 김정순씨가 받는다. 학생부

한라상은 김도윤(광양초 4) 오지후

(세화초 5) 김지원(광양초 5) 어린

이가 차지했다. 시상식은 이달 12일

낮 12시 30분 탐라문화제 행사장.

(사)제주역사문화연구소(소장 강용

희)는 10월 12일과 27일 원도심 길

위에서 천년의 유산을 만나다 주제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마

련되는 이번 답사는 옛 제주성을 중

심으로 그 안에 흩어진 문화유산과

향토색 짙은 옛 길을 걸으며 고도를

느껴보는 시간으로 꾸민다. 이달 12

일 원도심의 금석문, 27일엔 옛 길

을 돌아본다. 답사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 참가비 무료.

문의 064)746-1457.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이사장 박인

자)가 이달 8일 오후 4시 제주시 애월

읍 상가리에 있는 문화곳간 마루에서

제주댄스빌리리 조성과 관련 제주지

역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제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날 김태관 제주아트센터 공연기

획자, 김석범 제주문화예술재단 전문

위원, 이해준 한양대 ERICA캠퍼스

교수, 장광열 춤 비평가가 모더레이

터로 참여하고 섹션마다 7~8명의 패

널리스트들이 나선다. 4개 섹션별 토

론 뒤에는 종합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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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쪽지

10월 9일은 훈민정음 반포 573돌

한글날. 제주에서도 제주어를 중

심으로 우리말과 글의 가치를 담

은 전시가 잇따른다.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은 한

글문화큰잔치를 열어 한글서예

작품전, 시 낭송회, 한글서예 고

문자료 전시 등을 이어간다. 제주

어연구소는 제주어 사전류, 구술

자료, 제주어상품 등을 모은 기획

전을 준비했다.

<공연>

▶제주장로합창단 연주회=10

월 7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

3698-4449.

▶피아노학회 연주회=10월 8일

오후 7시 아라뮤즈홀. 754-4697.

▶김지선 독창회=10월 8일 오

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2886-

8054.

▶광주 극단 청춘의 사랑하고

있나요 =10월 8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755-0904.

▶기타리스트 김기진 연주회=

10월 9일 오후 6시 문예회관.

010-2225-0069.

▶한림공고동문회 문화예술제=

10월 9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5145-1211.

▶제주국제실험예술제=10월 9

~20일 제주탐나라공화국, 서귀포

문화빳데리충전소 등. 738-5855.

▶첼로 포 올=10월 10일 오후

7시 서귀포예술의전당. 010-7131

-3944.

▶앙상블 데어토니카 연주회=

10월 10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

즈홀. 754-4697.

▶탐라합창제=한국합창총연합

회 제주도지회 10월 11~12일 문

예회관. 010-3355-3567.

▶중국 황매희예술극원의 옥

천선(玉天仙) =10월 11일 오후 7

시30분 한라아트홀. 755-0904.

▶뮤지컬 프린세스 마리 =10

월 12일 오후 2시와 3시 국립제

주박물관. 720-8035.

▶요리퍼포먼스 빵 굽는 포포

아저씨 =10월 12일 오후 2시와 5

시 김정문화회관. 760-3792.

▶조성일 밴드 제주 가을콘서

트=10월 12일 오후 6시 2D홀.

010-6281-9918.

▶기타리스트 김진식 콘서트=

10월 13일 오후 6시30분 서귀포

관광극장. 732-1963.

▶서귀포민속보존예술단 공연=

10월 13일 오후 7시 서귀포예술

의 전당. 763-3789.

▶안미현 문숙영 듀오 콘서트=

10월 13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

관. 010-5123-9003.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

라 연주회=10월 13일 오후 7시30

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10-4245.

<전시>

▶김재춘의 민화세계=10월 7~

11일 김만덕기념관. 759-6093.

▶가가호호 그림걸기=10월 7~

31일 연갤러리. 757-4477.

▶제주 현덕식 회화전=10월 7~

11월 8일 서울 스페이스 D. 02-

6494-1000.

▶박준석 최재령 부부전

JRJS =10월 8~18일 갤러리비오

톱. 010-3008-6861.

▶제주를 담은 세계 작가들=10

월 9~17일 서귀포예술의전당.

010-9595-3555.

▶제주조각가협회 30주년 기념

전=10월 9~21일 예술공간 이아.

800-9331.

▶ 제주의 향기를 품다 순회

전=10월 10~12월 31일 제주국제

평화센터. 710-7693.

▶한글문화큰잔치=10월 10일

까지 문예회관. 개막 행사는 10월

9일 오후 5시. 710-7633.

▶고은 개인전=10월 10일까지

가인갤러리. 010-3692-2187.

▶탐라문화제 기념전=10월 12

~17일 문예회관. 710-7633.

▶상지서회전=10월 12~17일

문예회관. 710-7633.

▶김재이 개인전=10월 12~11

월 2일 갤러리데이지. 772-4200.

▶고안철 개인전=10월 12일까

지 서울 을지로 쉬프트(Shift).

800-9163.

▶제주어연구소 제주어 도서

자료전=10월 15일까지 포지션민

제주. 722-2203.

▶예미 개인전=10월 15일까지

거인의 정원. 759-5759. 진선희기자

이번주(10월 7일~13일)쓰레기 매립장서 찾은

99%의 탐욕 혹은 환상

강주현의 1%를 위한 모뉴먼트(Mon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