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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제무예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Respect, Sharing,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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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후원

무예의 참된 의미를 어원인 Arts of Mars에서 찾아보면 

전쟁의 신 마르스의 무의 기술이 미의 여신 비너스를 

만나 예술로 승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무예사진공모전 심사위원

이용환
(Yonghwan LEE)

김형기
(Unzi KIM)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은록
(Eunlog SIM)

 
자비아 루케치

(Xavier LUCCHESI)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왕칭송
(王庆松, Qingsong WANG)

 
이장욱

(李章旭, Janguk LEE)

 본 전시 

일시: 2019. 8. 30.(금) ~ 9. 5.(목) 

장소: 충주체육관 로비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266 

충주체육관

 사전 전시 

일시 : 2019. 8. 20.(화)  

장소 :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로비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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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Sudip MAITI, The Art of Self-Defence, India, 2018 은상   Joel FORTE, Sensei and Student, Philippines, 2018 

은상   Annika KREIKENBOHM, Capoeira eMotion,  
 Germany, 2017 

거리에서 무예를 즐기는 아이들을 창밖으로 구경하는 귀여운 아이

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두 개의 무대장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겨루기를 

연습하는 아이들 그리고 창문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으로 이루어진 이분법적 사진 구도를 취하고 있지요. 

사진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표정뿐만 아니라 이분법적 

사진 구도를 통해 아이들의 스토리를 담아낸 수작입니다. 

이 사진은 스승과 제자를 

측면에서 찍은 흑백 사진

입니다. 사진 속 크고 작은 

인물의 비율이 하나의 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인물은 공통된 곳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무언가에 대한 결의를 표현

합니다. 두 얼굴의 전면을 

넘어오는 흰색 얼굴의 빛 

라인이 사진을 바라보는 

관 객 들 을  한 층  심 화 된 

심리적 공간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카포에이라’는 춤과 무예가  

결 합 된  아 프 로 - 브 라 질 

(Afro-Brazilian) 문화 관습, 

전통, 스포츠 혹은 예술의 형태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옷에 빛을 발하는 기구

를 달고  동작의 궤적을 저속 

셔터로 담아 무예의 역동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사진 

이지만 그림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묘미는 스펙터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찍은 사진은 레슬링장과 관객이 하

나로 어우러진 거대한 광경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레

슬링장의 파란색 색감과 그곳에서 한참 레슬링을 하는 사람들의 자

세가 멋들어진 조화를 이룹니다. 

주거지 골목을 가로지르며 펼쳐지는 노천 레슬링 경기 모습을 포착

하여 무예가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발달과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한 
무예 역할의 재조명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는 

유네스코 제37차 총회 결의안(2013.11.16.) 및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2015.12.1.)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유네스코 193개 정회원국 그리고 11개의 준회원국 등 

총 204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예 철학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심신 수련을 위한 기예가 포함된 교육 훈련을 제공함

으로써 청소년들의 발달과 리더십 향상, 공동체 참여에 기여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국제무예사진공모전 수상작

2019 국제무예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는 2018년, 무예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교육적 가치를 독창적이고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수집하기 위하여 전 세계인이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제무예사진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와 예를 잇다 展

접수기간: 2018. 6. 1. ~ 8. 31. 

접수결과: 총 29개국 178명 참가, 731점 작품 온라인 접수

수상작품: 총 38명 수상(대상 1, 금상 1, 은상 2, 동상 8, 입선 26) 

2019년 8월 그리고 9월, 대한민국 국회와 충주체육관에서 

국제무예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무와 예를 잇다 展>이 

개최됩니다. 

무예가 단순한 신체적 움직임이나 기술이라는 고정관념

에서 벗어나 예술로 승화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금상   Avijit GHOSH, Street Wrestling, India,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