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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생태 관광도시 ‘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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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빛예술창고 내부 2 다미담 예술구 3 해동문화예술촌 상공 촬영

담양은 어느 곳을 둘러봐도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감성으로 가득

먼저 원도심 담양의 대표적 복합문화공간인 담빛예술창고는 양곡

차 있다. 전반적으로 높은 건물들이 없다 보니 어디를 둘러보나 편

창고를 전시공간으로 개조하면서 탄생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2015

안하면서도 사방이 숲으로 감싸고 있어 고즈넉하고 편안한 느낌

년 9월 개관해 매년 15만이 다녀가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현재는

을 받는다.

바로 옆에 전시관을 신축해 더욱 다양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은 사계절 때때로 나무가 주는

전체 2층으로 이뤄진 담빛예술창고는 복합전시실, 문예 카페, 파

위안을 누릴 수 있어 여행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에메랄드빛 담

이프오르간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꾸며져 있다.

양호 수변을 따라 걷는 용마루길 등은 담양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또 과거 담양읍의 가장 큰 산업시설이었던 해동 술공장을 문화 창

답답한 일상을 해소하고 소중한 휴식을 선사한다.

작 및 예술·전시공간으로 새롭게 재생한 해동문화예술촌도 빼놓

이는 미래 후손을 위해 성장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보다 깨끗한 자

을 수 없다. 담양군은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를

연과 환경을 모태로 문화와 자원을 보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

통해 주조장을 재생사업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시 정책을 20여 년 가까이 군정 각 분야에 접목한 결과이기도 하다.

2019년 6월 1일에 정식 개장한 해동문화예술촌은 전시공간과 아카

이미 생태·관광 도시라는 브랜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담양을 찾

이브실, 교육실, 공연 연습공간, 오픈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다.

고 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잘사는 담양’을 만들기 위해

현재 주조장 옆 교회 건물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주조장 앞

담양군이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추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성

한옥도 예술촌 전시공간으로 만들며 술이 아닌 예술을 빚어내는

공적인 정책 사례로 꼽힌다.

공간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담주 다미담 예술구는 옛날 원도심의 번화하던 상권을 대표하던
담양읍 담주4길 옛 시장통 안에 있는 건물을 근대 담양의 건물을
기반으로 신축과 리모델링해 ‘담양의 과거를 담아 미래를 준비하
는 복합문화 예술 거리’로 조성했다. 완공 이후 전시관 개관 개장
기념 전시회를 비롯해 한지 공예, 대나무공예 등 담양의 공예 명인
들의 다양한 작품 등을 전시한 바 있다.
앞으로 이곳에선 다양한 문화예술의 산업화와 더불어 다양한 분
야의 전시회 및 이와 관련한 판매전을 열어 복합전시산업의 가능
성을 시험해 보고 생태·예술·마켓이 어우러진 새로운 명소로 발
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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