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3개 공립미술관 공동특별기획전

관람정보

<서귀포(西歸浦)에 바람>
바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Wind, Hope, New wave)를 주제로
바람이 만들어낸 서귀포의 자연, 신화와 역사, 일상을 각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느낌에 맞게 구성한 공동특별기획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중섭로 27-3

이중섭
미술관

(064)-760-3567, 733-3563

culture.seogwipo.go.kr/jslee

전시명 서귀포(西歸浦)에 바람(Wind, Hope, New wave)
일 시 2020. 7월 ~ 9월 ※ 개막일은 추후 공지
전시내용

관람시간

미술관

전시주제

장소

기당
미술관

서귀포에 바람(Wind, Hope, New wave)
- 삶과 일상
전시개막식(개막행사 및 작가와의 대화)

기당미술관
기획전시실

소암
기념관

서귀포에 바람(Wind, Hope, New wave)
- 자연과 풍경

소암기념관
기획전시실

이중섭
미술관

서귀포에 바람(Wind, Hope, New wave)
- 신화와 역사

이중섭미술관
기획전시실

휴관일

관람료

09:00~18:00(입장 마감시간 17:30)
※ 하절기(7월~9월) 09:00~20:00(입장 마감시간 19:30)
매주 월요일 / 1월 1일 / 설날 · 추석 당일
어른

개인

1,500원

단체

1,000원

청소년 및 군인

개인

800원

단체

500원

어린이

개인

400원

단체

300원

2020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전시 · 프로그램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민은 50% 감면
※ 어른 25~64세 / 청소년 13~24세 / 어린이 7~12세

공

※ 위 행사 및 프로그램 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별전
동

투어

스템프

이벤트

공동특별전 중 3개 미술관(기당, 이중섭, 소암)을
모두 방문하시면 특별 제작한 소정의 아트상품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미술관주관

아트 페스타(Art Festa)
휴관일

행사명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아트 페스타(Art Festa)
일 시 2020. 7월 31 ~ 8월 2일(예정)

(064)-733-1586, 760-6561

관람료

이중섭미술관

09:00~18:00(입장 마감시간 17:30)
※ 하절기(7월~9월) 09:00~20:00(입장 마감시간 19:30)
매주 월요일 / 1월 1일 / 설날 · 추석 당일
어른

개인

1,000원

단체

700원

청소년 및 군인

개인

500원

단체

300원

어린이

개인

300원

단체

200원

※ 제주특별자치도민은 50% 감면
※ 어른 25~64세 / 청소년 13~24세 / 어린이 7~12세

행사내용
미술관

행사내용

장소

기당
미술관

기당미술관 여름 심야극장
여름저녁에서 밤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공연과
미술영화상영

기당미술관
아트라운지

소암
기념관

소암기념관 그림그리기 대회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작 시상

소암기념관
일대

이중섭
미술관

음악극 <이중섭 - 마지막 편지>
이중섭과 그의 아내 야마모토 마사코(이남덕)가
주고받았던 편지를 바탕으로 드라마, 음악,
회화 이미지로 구성한 음악극

※ 위 행사 및 프로그램 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064)-760-3511, 760-3512

culture.seogwipo.go.kr/soam

관람시간
서귀포
예술의 전당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암로 15(서귀동)

소암
기념관

09:00~18:00(입장 마감시간 17:30)
※ 하절기(7월~9월) 09:00~20:00(입장 마감시간 19:30)

휴관일

매주 월요일 / 1월 1일 / 설날 · 추석 당일

관람료

무료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culture.seogwipo.go.kr/gidang

관람시간

2020년, 새로운 10년의 시작이자 서귀포 문화도시의 첫해를 기념하여
공동특별기획전 기간에 3개 공립미술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로 구성된 알찬 미니 아트 페스티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성중로153번길 15

기당
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이중섭미술관

奇堂美術館 | Gidang Art Museum

素菴記念館 | Soam Memorial Museum

李仲燮美術館 | Leejungseob Art Museum

기당미술관은 제주도가 고향인 재일교포사업가 기당(奇堂) 강구범 선생에 의해 건립되어

2008년 10월 4일에 개관한 소암기념관은 서예가 소암 현중화 선생의 삶과 예술을 조명

이중섭미술관은 2002년 이중섭 전시관으로 개관하여 2004년 제1종 미술관으로 등록

서귀포시에 기증되었으며 1987년 7월 1일 개관한 전국 최초의 시립미술관입니다. 기당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소암의 예술은 자연과의 소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설전시실과

되었습니다. 서귀포와 이중섭(1916~1956) 화백의 인연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미술관은 농촌의 [눌(단으로 묶은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더미를 가르키는 제주도

조범산방에서는 자연과 하나되는 소암의 서(書)예술과 소암의 자취를 전하며, 기획전시실

1월 가족과 함께 서귀포로 피란을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중섭 화백은 약 1년 동안

방언)]을 형상화한 건축과 공간이 특징적이며, 상설전시실에는 [폭풍의 화가]로 잘 알려진

에서는 소장품전 및 기획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암기념관은 지역의 문화예술을

서귀포에 머물면서 <서귀포의 환상>, <섶섬이 보이는 풍경>, <바닷가의 아이들> 등

변시지 화백의 작품들이 연중 전시되고 있으며 기획전시실에서는 다양한 소장품전 및

견인하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 작품들을 창작하였습니다. 이중섭미술관은 다양한 기획전과 소장품전을 개최

기획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전시일정
기당미술관 기획초대전 <수상하고 이상한 기당 원더랜드>
5월~7월

수상하고 이상하며, 기묘하고 흥미로운 기당 원더랜드에서 펼쳐지는

하고 있으며 상설전시실에서는 이중섭화백의 작품을 연중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전시일정
5월~6월

다양한 작품들을 주제로 한 기획초대전

7월~9월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공동특별전
<서귀포(西歸浦)에 바람> - 삶과 일상

7월~9월

12월~
2021. 2월

기당미술관 소장품전 <레트로(Retro)&뉴트로(Newtro)>

10월~11월

1970~80년대 작품들의 시대적 시선변화를 조명하는 소장품전

기당미술관 소장품전 <너의 녹턴, 나의 세레나데>
사랑의 기쁨과 슬픔, 이별과 상실, 그리움과 기다림을 주제로 한 소장품전

소암기념관 소장품전 <다시 봄>
계절(봄)과 새로운 시작, 활기참 등을 주제로 한 서예, 회화, 한국화

12월~
2021. 2월

이중섭미술관 신년기획초대전 <자화상 : 나를 찾다>
5월~6월

서귀포시 3개 공립미술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기획전

7월~9월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공동특별전
<서귀포(西歸浦)에 바람> - 신화와 역사
서귀포시 3개 공립미술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기획전
바람(Wind, Hope, New wave)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

소암기념관 기획전 <서귀소옹과 20세기 서화거장>

이중섭미술관 소장품전 <그 시절, 행복한 삶의 기도>

소암과 교류가 있었던 당대 서화가를 초청하여 준비되는 기획초대전

소암기념관 기획전 <서귀 소옹을 생각하다>

자화상 또는 인물화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거나 자신을
찾아가는 작품들을 선보이는 5인의 기획초대전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공동특별전
<서귀포(西歸浦)에 바람> - 자연과 풍경
바람(Wind, Hope, New wave)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

서귀포시 3개 공립미술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기획전
바람(Wind, Hope, New wave)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

11월~12월

2020년 전시일정

10월~11월

이중섭과 동시대 활동했던 작가 작품 및 당시 작가들이 바라본
이중섭 이야기, 이중섭의 편지 소개 등

소암 현중화를 기리는 추모전으로,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초청하여 진행되는 기획전시

2020년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일정
2020년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일정

5월~7월

8월

8월~11월

기당미술관 상반기 성인교육프로그램
<기당미술관 서양화 살롱(상반기)>

2020년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일정
소암기념관 상반기 교육(실기)프로그램
5월~7월

매주 주말(토·일요일 운영)

기당미술관 어린이미술학교

소암기념관 인문강좌 및 작가와의 대화

기당미술관 하반기 성인교육프로그램
<기당미술관 서양화 살롱(하반기)>

5월~11월

8월

성인 대상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 평일반 · 주말반 운영
※ 위 전시 및 프로그램 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자세한 사항은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기당미술관 홈페이지 culture.seogwipo.go.kr/gidang

성인 대상 인문학(미술) 및 작가들에 대한 교양강좌

소암기념관 여름방학
<가족이 함께 먹 글씨 쓰고 그리기>
가족과 함께하는 실기프로그램

소암기념관 하반기 교육(실기)프로그램
9월~11월

6월 ~ 9월

초등학생~성인 대상의 미술 실기(서예, 한국화) 프로그램

성인 대상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 평일반 · 주말반 운영

관내 초등학생 대상의 창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 저학년반 · 고학년반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초등학생~성인 대상의 미술 실기(서예, 한국화) 프로그램

강좌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제고 및 주민 중심의 문화사랑방
운영 기반 마련

6월 ~ 9월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지역연계프로그램
<입주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체험교육>
학생(초등)·성인 대상의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체험 / 16주(매주 1회)

5월 ~ 7월
8월 ~ 10월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공예공방
도예 아카데미 14기 운영(상·하반기)

이중섭미술관 <이중섭에게 보내는 그림편지> 쓰기 행사
9월 ~ 11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이중섭에게 보내는 그림편지 쓰기 행사 후,
우수 작품 100점을 선정하여 그림편지책 발간

매주 주말(토·일요일 운영)
※ 위 전시 및 프로그램 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자세한 사항은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소암기념관 홈페이지 culture.seogwipo.go.kr/soam

이중섭, 변시지, 현중화 등 예술가 및 다양한 문화예술아카데미

서귀포시 · 조선일보 공동주최 <제23회 이중섭세미나>
9월

1997년 이래도 서귀포시와 조선일보고 공동주최하는 이중섭
세미나로 이중섭의 삶과 예술세계를 되돌아보는 세미나

※ 위 전시 및 프로그램 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자세한 사항은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이중섭미술관 홈페이지 culture.seogwipo.go.kr/js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