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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 공예를 알리고자 개최하는 이번 전시의 취지에 맞게, 전시된 작품
에 제작과정이나 역사적 흐름을 알 수 있는 설명을 배치해 관람객이 한국미술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노아

이번 전시에서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작품의 세계를 직접 체험해

주독일 한국문화원, 소장 미술품 전시 개최

볼 수 있는 나전칠기 DIY 워크숍도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전통적인 옻칠과 나

- 나전과 도자를 중심으로: 주요 무형문화재의 수작과 제작과정 -

전을 주제로 ‘나전칠기 그립톡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워크숍
은 10세-12세 미만의 현지 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독일한국문화원(원장 이봉기)은 오는 11월 10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문
화원 내 전시공간에서 문화원 소장품 전시“민속품: 나전과 도자”를 개최한다.
올해 문화원의 마지막 전시를 장식하게 된 동 전시는‘한국미술의 전통공예’를
주제로 문화원의 수백여점의 소장품 중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민속품을 중심
으로 전시를 선보인다. 고려시대 독자적인 공예기술로 발전시켜 조선시대를 넘
어 현재까지 이어진 다양한 도예와 나전작품을 통해 한국 공예의 아름다움을 독
일에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한국의 나전칠기과 도자기는 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현재까지 독창적인 미의식

이봉기 주독일한국문화원장은 “한국의 현대미술이 국가 브랜드와 이미지 제고
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유럽 내의 한국의 미술세계는 동시대 미술에 편중돼 있
는 점도 사실”이라며 “문화원은 현대미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풍부한 전통예
술 자원으로부터 콘텐츠를 찾아내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동아시아 국가의 전
통 공예 영역에서 한국만의 색을 확립하고 한국 미술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붙임. 문화원 소장품전 개최 개요. 끝.

을 바탕으로 그 아름다움을 전승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나전칠기와 도자기의
계승과 발전에 힘써온 명장과 그의 작품들을 선보이며, 우리나라 공예미술의 현
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기회를 만들어 본다. 나전칠기와 도자기를 다양한 시선과
해석으로 돌아보며, 공예의 가치, 역사성, 독창성, 미래 가능성을 조명하고자 기
획됐다.
나전칠기 명장 손대현과 송방웅 무형 문화재의 수작 전시
전시장의 입구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나전 칠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오색빛깔
을 내뿜는 나전경대와 봉채함을 만나 볼 수 있다. 이들은 제1호 나전칠기 명장
이자 서울시 무형문화재 1호 옻칠장, 국가 무형문화재 14호인 손대현과 국가무
형문화재 제 10호 나전장 명예보유자 송방웅의 작품으로 문화원의 수장고에서
처음으로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되는 공예품이다. 두 명장의 작품들은 지금껏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유럽 7개국 국가 원수, 청와대 소장,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방한 선물, 김대중 대통령 방일 일본 천황선물 등 해외 국빈들
에게 전해지고 소개되어지며 우리나라 전통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독일한국문화원 노아 담당자(☎ +49-30-26952-174)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문화원 소장품전 개최 개요

□ 행사개요
ㅇ 전시명 : <민속품: 나전과 도자>
ㅇ 전시기간 : 11.10. ~ 2023.02.03. (별도 개막식 없음)
ㅇ 장소 : 주독일한국문화원 전시장
ㅇ 주최/주관 : 주독일한국문화원
□ 홍보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