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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미술시장 침체?
침체 신설 갤러리는 NO~!

음악

디갤러리 등 잇따라 오픈

출판

한달만에 1,200 회복
부양책ㆍ금융구제 기대로 반등...
코스닥 소액주주들 뿔났다
증권사 추천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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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문채원
이민호 문채원 커플모델 발탁 '
대박예감'
대박예감

미술

KBS 2TV ‘꽃보다 남자’를 통해 ‘구

연예

준표 신드롬’을 일으...

전체기사

더크로스 '네버 엔딩', '미친 사랑'...
손담비 주연 영화 '하이프네이션' 댄...
김연아의 목표 '첫
첫 우승-200점
점돌
우승
파'
2010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캐
나다 밴쿠버는 '피겨퀸' 김연...
남자 피겨 유망주 김민석, 목표는 14...
AP통신, 김연아 국적 '북한'으로 오...

[Salary man]경제한파… 그래도 고...
[Spot-light] 삼성그룹의 차기 리...
[Society]의원 말 한마디에 옷 벗...
[Second Chance]조준래 비트플...
[Sex] 은밀한 성형, 내게 꼭 필요한...
2월6일 개관하는 디갤러리 서울의 외관.

불황의 골이 깊어져 미술시장에 먹구름이 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설 갤러리들
이 문을 열고 있다.
독일의 대형 화랑인 디갤러리는 강남구 청담동에 한국 지점격인 디갤러리 서울
(02-3447-0049)을 내달 6일 개관한다.
197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한 디갤러리는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등 모두 4곳
에서 화랑을 운영 중이며 이번이 다섯번째 갤러리다.
주로 피카소, 샤갈, 모딜리아니, 뒤뷔페 등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과 전위 예술의 한 종
류인 코브라(CoBrA) 그룹을 비롯해 초현실주의 그림들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젊고 신선

엔씨,
엔씨 리니지 불법프로그램 사용자...
사용자
“TAAN(탄), 포트리스 아성 넘...

한 실험 작가도 꾸준히 발굴해내고 있다.

NHN 한게임, 10주년 기점으로 기...

디갤러리의 피터 펨퍼트 대표는 "2007년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 참석한 것을 계기

2008년 10대 뉴스 총정리

“코스닥 상장은 터닝포인트가 아닌...

로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디갤러리 서울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미술
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담동 화랑가에 자리 잡은 디갤러리 서울은 개관을 기념해 게르하르트 리히터, 게오르
그 바젤리츠, 베르너 뷔트너, A.R.팽크 등 독일 현대미술 거장들의 회화 및 조각 작품 30

사랑, 내 맘대로 조절이 가능...
주사 한방에 거짓말이 '쏘~옥'...
겨드랑이 냄새, 男 '치즈' ...

여점을 모아 '독일조형미술'을 주제로 한 전시를 4월3일까지 열 예정이다.
디갤러리 서울의 성지은 대표는 "미술 시장의 경기가 반드시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며 "
시장이 다시 활기를 보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어려울 때 문을 열고 준비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트스페이스 스푼(02-394-3694)은 최근 종로구 부암동 환기미술관 주변에서 문을 열
고 찰스장, 홍세연, 낸시랭, 고선경, 윤기원 등 34명의 작품으로 개관 기념전을 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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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스페이스 스푼은 4층짜리 건물에 들어선 신생 갤러리로, 신진 작가 발굴에 주력한
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초동에는 지난해 12월 서정욱갤러리(02-582-6646)가 문을 열었다. 현재 두번째
기획전으로 지홍, 이윤종, 김성호 작가가 참여하는 3인전을 열고 있다.
이 전시는 서양화와 한국화 20점을 2월11일까지 선보인다.
또 작년 10월 인사동 대일빌딩 2층에는 대형 전시공간을 갖춘 대관 위주의 화랑인 한국
미술관(02-710-1161)이 문을 열었다.
1460㎡(440여평)의 공간은 최대 12개로 분리되며 무선 마이크와 빔프로젝트 등 각종
행사를 위한 장비도 갖췄다.
이 공간을 운영하는 이홍연 '월간 서예문인화' 발행인은 "어려울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디갤러리 서울에서 전시중인 독일 화가 홀츠의 작품.

<전혜원 기자 hwjun@asiatoday.co.kr>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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