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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 과메기 문화관 생겼다
부산 기장군에 영남권 첫 치유의 숲

경북 포항의 겨울철 특산물인 과메기를 홍보하기 위한
문화관이 구룡포읍에서 문을 열었다.
연면적 5천여㎡에 4층짜리인 문화관은 홍보관,
해양체험관, 해양관, 영상관, 기획전시실, 과메기 판매장,
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증강현실(AR)을 활용해 펭귄, 북극곰, 범고래와 함께
어울리는 북극 체험공간과 과메기 캐릭터가 숨은
모션슈팅 볼 풀장, 가상 제트스키 체험 등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체험 시설도 있다.
해양관에서는 모래와 3D 공간인식기술을 결합해
감자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수확할 수 있다.
화석으로 공룡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홍보관에서는 과메기 등 포항 먹을거리를 맛보고 과메기
유래와 역사, 70년대 구룡포 모습을 볼 수 있다.
문화관 인근에는 예술인 창작 공간인 아라예술촌이
문을 열었다. 연면적 977㎡ 2층 건물에 창작공방과
다목적홀, 커뮤니티 공간, 시민 체험공간 등을 마련했다.

글 임상현 기자

글 김상현 기자 ·사진 조정호 기자

사진 / 중국미술연구소 제공

16세기 조선 산수화, 일본에서 돌아왔다
글 박상현 기자

16세기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시대 산수화 2점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작자 미상의
이 그림들은 국내 회화 중 최고(最古)의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미술연구소는 일본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조선 전기 소상팔경도 2점을 국내로
들여왔다고 밝혔다.
이 그림은 가로·세로가 각각 약 30.5㎝ 크기다.
중국에서 11세기부터 그려진 소상팔경도는 후난(湖南)성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이
만나는 곳의 풍경을 묘사한 산수화를 통칭한다.
소상팔경도는 8개의 각기 다른 주제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돌아온 그림은
'산시청람'(山市晴嵐)과 '강천모설'(江天暮雪)에 해당한다. 산시청람은 산골 마을의
아지랑이 낀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고, 강천모설은 해가 저물 무렵 강가에 내리는 눈을
표현한 작품이다.
한국과 중국 회화사 연구자인 이타쿠라 마사아키(板倉聖哲) 일본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교수는 "2008∼2009년 일본 도치기현립미술관에 전시된 소상팔경도 두 점과 짝을
이루는 작품으로 보인다"며 "이 그림들은 각각 '조세쓰'(如雪)라는 서명이 있는 상자에
보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98 201712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일원에 영남권
최초의 '치유의 숲'이 조성돼 11월 3일 문을
열었다.
이 숲은 부산대 학술림 부지와 기장군 소유
임야에 조성됐다.
부산대의 학술림 기능을 유지하면서 부산시가
숲을 조성해 관리한다.
치유의 숲은 전체 면적 153㏊에 방문자센터,
숲 문화센터, 학술림 연구동, 60대 규모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다.
치유 프로그램 운영 시설로 숲속 치유마당,
풍욕장, 숲속 명상터, 솔바람 쉼터, 마음 나눔터
등을 조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초·중학생 동반 가족을 위한
'행복한 숲', 성인 대상 '쉼이 있는 숲', 청소년
대상 '내 마음의 숲', 어르신 대상 '다시 찾는 숲',
임신부부를 위한 '태교 숲' 등이 있다.
프로그램은 겨울철(12∼2월)을 제외하고
매일 2차례(오전 10시, 오후 2시) 운영된다.
체험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린다.
숲 치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참가 희망자는 부산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051-888-7117),
치유의 숲 방문자 센터(☎ 051-976-2831∼3)

사진 / 포항시 제공

전국 최대 규모 야시장 조성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서문시장
인근에 '서문한옥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대구시는 서문시장 5지구 뒤쪽 471㎡ 터에 연면적 230㎡인
3층 건물을 지었다. 1층은 공동생활공간과 카페로 사용하고,
2~3층에 객실 7개를 만들었다. 8인실 2개, 4인실 1개, 2인실
4개로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
방마다 화장실과 에어컨, 냉장고, TV 등이 있어 가족이나 단체
투숙객, 특히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여성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식으로 토스트, 수프, 죽 등 게스트하우스 전용 메뉴를
선보인다. 한옥 정원에서 투숙객끼리 소통하는 야간파티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숙박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복체험,
전통놀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문한옥 게스트하우스 개장으로 서문시장은 김광석길 등 대구
대표 관광지와 연계된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대구 서문시장 한옥 게스트하우스 개장
글 이재혁 기자

사진 /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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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 지정
글 손현규 기자

사진 / AP=연합뉴스

한국 바둑의 전설이자 바둑황제로 불리는 조훈현
국수의 업적을 기리는 바둑기념관이 전남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에서 문을 열었다.
기념관은 기존 기(氣) 건강센터의 용도를 변경하고 내부를
리모델링해 건립한 것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 바둑계에 남긴 조훈현 국수의 업적과
관련한 소장품을 전시하고 한국 바둑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연면적 884㎡,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기념관에는 5개의
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을 갖췄다. 또 방문객들을 위한
아날로그 바둑체험실, 가상 바둑 대국이 가능한 디지털
바둑체험실, 수장고, 영상실, 강의실이 마련됐다.
전시실에는 조훈현 국수가 한국 바둑 역사상 최초로
세계무대를 제패한 1998년 제1회 응씨배 세계선수권
바둑대회 등의 우승 트로피가 전시된다.
도자기 애호가인 그의 휘호 '無心'(무심)이 새겨진
도자기를 비롯해 총 700여 기증품 중 200여 점이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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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의 문학 분야 창의
도시'로 지정됐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는 10월 31일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부천시가 2017년 창의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부천시는 세계에서 21번째로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 네트워크
멤버로 이름을 올려 영국 에든버러, 아일랜드 더블린, 체코 프라하 등과
세계적인 문학 도시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는 각국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장려하는 국제 네트워크다.
유네스코는 2004년부터 세계 각국 도시를 심사해 문학, 디자인, 영화,
미디어아트, 음식, 공예, 음악 등 7개 분야의 창의 도시로 지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국내 승인을 통과했고, 올해
6월 유네스코 본부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변영로, 목일신, 양귀자, 펄벅, 정지용 등 부천에서 활약한
문학가들의 기념사업과 문학단체 활동을 담았다. 또 만화·웹툰 등
콘텐츠 산업,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을
강조했다.
문학 분야의 역사적 유산, 풍부한 문화콘텐츠, 도서관 인프라를
인정받아 동아시아에서 문학 분야의 창의 도시로 지정받기는 부천시가
처음이다.

'조선통신사 기록물'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타이완 등 9개국이
공동으로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등재가 불발됐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조선이 임진왜란이 끝난 뒤인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 년간 바쿠후(幕府, 무사정권)의 요청으로
일본에 12차례 파견한 외교사절에 관한 기록을 지칭한다. 전쟁을
치른 양국이 사절단을 통해 문화교류를 이어갔고 평화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조선왕실의 어보(御寶)와 어책(御冊)은 의례용 도장인 어보
331점과 세자 책봉이나 직위 하사 시에 대나무나 옥에 교서를
새긴 어책 338점으로 이뤄졌다. 유교 국가인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유물로, 제작 연대에 따라 서체와 장식물이
조금씩 다른 점이 특징이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일제 항거의 역사가 오롯이 남아 있는
문건 2천472건으로 구성됐다. 국가적 위기에서 시민들이 책임을
다한 기념비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온전히 보관돼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3건이 새로 등재돼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16건으로
늘어났다.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글 박상현 기자

'바둑황제' 조훈현 바둑기념관 개관
경기도 광명에 '기형도 문학관' 문 열어

글 손상원 기자

사진 / 영암군 제공

요절 시인인 기형도(1960∼1989)를 기리는 문학관이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서 문을 열었다.
광명시는 29억5천만원을 들여 시인이 살았던 소하동
일대 5만3천여㎡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879.78㎡
규모로 문학관을 건립했다.
문학관 1층에는 시집과 육필원고 전시실이 들어서고
2층은 북카페와 자료실, 3층은 강당과 창작체험실을
갖추고 있다.
개장시간은 화~일요일(월요일 휴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모든 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형도 시인은 다섯 살이던 1964년부터 29세로 요절한
1989년까지 경기도 시흥군 소하리, 지금의 광명시
소하동에서 살았다.
광명시는 시인의 큰누님인 기향도 씨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했다.

글 이복한 기자

사진 / 광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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