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5월 28일 수요일제19748호��
문 화

아쉽게 취소되기는 했지만 비틀즈 멤버 폴

매카트니의 내한 공연 소식은 비틀즈 음

악을 좋아했던 이들을 추억에 젖게했다

비틀즈에 대한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싶

지않은가 30일광주조선대후문에위치한

카페 카르페 디엠을 찾는다면 그 아쉬움

이조금은달래질지도모르겠다

이날카페에서는 비틀즈에 대해이야기

하고 노래를 듣는 당신의 딱정벌레는 행

사가 열린다 오후 7시부터 간단한 식사를

하고비틀즈의음악에대한강의를듣는다

밤12시까지는 맥주를 마시며 LP 음반으로

신청곡을들을수있다

모임을 주관한 이는 광주 MBC 별이 빛

나는 밤에 DJ를 맡았던 음악 전문가 문형

식씨다 이번 행사 소식을 알려준 곳은 최

근지역에서첫선을보인 온라인문화공유

서비스 라이프 매뉴얼나의 인생 사용법

(wwwthelifemanualcokr)

최근각광을받고있는공유경제가물건

공간등을나누는데집중하고있다면이번

에 문을 연 라이프 매뉴얼은 개인이 가지

고 있는 지식과 지혜 경험 배움을 나누는

사이트다 자신의지식과경험등을나누는

다양한클래스를개설하면 그 경험과지식

을필요로하는이들이참여해함께프로젝

트를완성해나간다

라이프매뉴얼은지역문화기획자그룹

인 (주)컬쳐네트워크(대표 윤현석)가 소셜

펀딩 사이트 마이밈에 이어 오픈했다 문

화가 생활 속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문화를

경험할수있는기회가많아져야하고문화

생산자 기획자들과 이용자들을 연결는 게

필요하다고생각했다 개별홈페이지 페이

스북팸플릿으로개인홍보를하는것도좋

지만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는 문화

장터가필요성을느꼈다

라이프매뉴얼 카테고리는인생여행하

기(문화관광 교육 관광) 인생 만나기(강

연 멘토링) 인생 나누기(토론 소모임) 인

생배우기(교양강좌취미활동) 등이다

클래스는누구나개설할수있다 사이트

를 오픈한지 10여일이 지난 현재 6개의 클

래스가참가자를모집중이다전문강좌기

타 강습 자원봉사 식사모임 등 분야도 다

양하다

한국과독일에서미술을전공하고대안공

간운영 문화재단근무등의이력을가진기

획자 백종옥씨는 예술과 행정 사이(6월13

일 오후 7시 대안공간 바림)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한다 예술가와 공무원은 어떻

게 다르며 예술과 행정의 진행 과정 방식

차이및관계에대해서살펴보는강좌다

문화복덕방탱글은 재능교환레슨연결

프로그램을진행한다 악기를배우고싶은

사람과 가르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 주는

기획으로 악기는 탱글이 보유하고 있는 것

을사용할수도있다

카페 카르페 디엠에서는 소셜 다이닝

토요식당 카르페 디엠 참가자도 모집중이

다 소셜 다이닝은 SNS 등을 통해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 식사를 즐기며 인간

관계를만들어가는문화다쉐프와함께파

스타와 피자 만드는 법을 배우고 발표회를

갖게된다 카르페 디엠은 매주목요일 소

셜통기타모임회원도모집하고있다

광주 YMCA는진도팽목항무박 2일 야

간자원봉사모집도진행중이다 오는 31일

까지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

지진행되는프로그램이다

사이트에서는다양한프로그램이진행될

공간을 필요한 이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

도 한다 현재까지 확보된 곳은 대안 공간

바림 문화공유카페 난생 처음 광주국

제교류센터강당카페카르페디엠등이다

윤 대표는 라이프 매뉴얼은 문화와 예

술 인문학 사회 자연 생활에대한관심과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지혜 공유를 위해

오픈했다 며 다양한무료강좌등도기획

할것이라고말했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쉽게접하기어려운아프리카의강렬한

리듬과 역동적인 몸짓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은 29일 오후 7시30분 빛

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

리는 목요상설무대에서아프리카 타악그

룹아니아포의 아냐포 공연을선보인다

아냐포(ANYA FO)는 아프리카 마린케

말로 다함께 모두 연주하자! 즐기자!라

는뜻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아프리카의 전통리듬

을 바탕으로 삶의 여정을 봄만남 여름

열정 가을기쁨 겨울축제로 표현하고

대자연에서함께두드리고춤추는듯한신

명나는무대로펼쳐진다

아프리카전통타악기인젬베와두눈반

주에맞춘춤곡 소소넷 가나의전통리듬

으로 아시코라는 북과 벨 큰북으로 연주

하는 아비싸 역경을극복한여인의기쁨

을표현하는춤곡 모리바야싸 등이 연주

된다

양인선 이강철 오지영 한대범씨가 연

주자로 참여하고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

르 무용수 2명이 아프리카 전통춤을 공연

한다 전석 2만원 문의 0626707496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작가는지난해말께옛전남도청분수

대를빛으로물들였다 밤이면 찬란하게

빛나던오색찬란한빛은도심에쉼을선

물했다

2014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예술감

독정운학씨가순수하고맑은빛으로다

시한번도시풍경을비춘다

제희갤러리는 6월14일까지 정씨를 초

대해 CITY LIGHT를 주제로 미디어

아트작품들을선보인다

정씨는벗어놓은옷이공간위를둥둥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쉼 투박한

석고 덩어리에 3차원의 회화를 입힌 기

억의 공간 등을 통해 회화와 조각의 경

계에서 입체회화라는 독특한 방식을 구

현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유자재의

조형미에빛을가미해변신을시도했다

설치작품들을플라스틱수지같은재

료로 감싸고 그 안에서 풍겨져 나오는

빛을통해메시지를전달한다 작가에게

빛은 일종의 매개체다 어둠과 밝음

죽음과생명 내부와외부라는경계의

중심에서희망의메시지를전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미술대학과

브라운슈바익 미술대학에서 공부한 정

씨는 2010 광주세계광엑스포 시민 파빌

리온미술감독 2013 광주충장축제미술

감독 등을 역임했다 문의 062222

930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온라인 문화 공유 서비스라이프 매뉴얼 오픈

문화인문학생활사회등다양한분야가교역할

지식경험배움나누는 사이버장터

강렬한아프리카리듬속으로 경계의중심서

희망의메시지타악그룹 아니아포 공연

내일빛고을아트스페이스

정운학 CITY LIGHT전

제희갤러리 내달 14일까지

은암미술관은 2014 청소년진로직

업체험활동 희열 돋는 문화기획자

참가자를모집한다

이번프로그램은광주시교육청 청

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해 청소년

의 다양한 가능성과 능동적인 미래

설계를지원하기위해마련됐다

은암미술관은 오는 11월까지 참가

자들과함께새로운직업군으로떠오

르고있는문화기획자들의세계에대

해 알아본다 희열 돋는 문화기획자

에서는 청소년들이 막연하게 여기는

문화예술과관련된직업을다양한문

화기획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기획

자로서의소양과자질등을현장에서

직접체험할수있는창의적인진로체

험활동을할수있다

신청은각학교별로 1520명씩단

체로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문의 0622315299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은암미술관참가자모집

집

라이프매뉴얼 6개프로그램진행중

인생 만나기

백종옥 예술과행정사이 강의

30일 카르페디엠 비틀즈 추억

인생 나누기

팽목항무박 2일 자원봉사모집

인생 배우기

탱글 재능 교환악기레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