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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꼭 60살이 되는 호남예술제는 지역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이다 올해 역시 2개월

간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등다양한분야

에서경연이펼쳐졌고뛰어난기량을발휘한참

가자들에게는최고상의영예가주어졌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59회 호남예술제

최고상발표회가 28일오후 1시광주학생교육문

화회관대극장에서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무용 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광주한빛무용학원 광주송원초 상지무용학원

나주초등학교군무팀과류인웅(일동중 2년) 김

노연(조봉초 6년) 이가은(수피아여고 3년) 김

은우(광주예고 3년) 등이다양한춤사위를선보

인다

또 박지수(전남예고 3년)양이 가야금 산조를

들려주며 송원초등학교는 신나는 삼도사물놀

이를무대에올린다

성악 부문에서는 이시욱(살레시오초 4년) 김

해민(문흥중앙초 5년) 김사랑(용두중 2년) 이

산아(전남예고 2년) 류수인(광주예고 3년)이무

대에오르며바이올린의형준서(금천초 6년) 비

올라의 최지우(서진여고 1년) 첼로의 설유승

(광주예고 3년) 클라리넷의 조금성(전주예중 3

년) 플루트의 유지후(광주삼육초 5년) 선효정

(광주예고 3년)의공연도만날수있다

피아노부문에서는윤나경(경양초2년) 김하솜

(선창초 4년) 서민수(태봉초 6년) 홍수빈(목포하

당중2년) 김준형(전주예고2년)이공연한다

호남예술제 출신 선배들의 축하 공연도 마련

돼있다

초중고 시절 3차례나 최고상을 수상한 바

이올리니스트 양새미(전남대 겸임교수)씨는 바

흐의 파르티타 3번 중 가보테와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0번을들려준다

한양대학교음악학과에재학중인플루티스트

서정민씨는 54회 57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최고상을 수상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프로코피

에프의 소나타 2번 4악장을선사한다

화려한 무용 공연도 마련돼 있다 박준희 교

수가 안무와 지도를 맡은 조선대 무용과생들이

꽃잎이날다를선보인다

또 전국국악대제전에서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소리꾼 김향순(전남도립국악단 판소리

수석)씨가판소리한대목을들려주며홍송화씨

는 교방살푸리를공연한다

회관 로비에서는 정윤설(광주 송원초 1년)양

등 미술과 작문 칸 만화 부문 최고상 수상작도

진행되며시상식도함께열린다 누구나무료로

관람할수있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청소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열린다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광주전남지회는 28

일 오후 7시 광주 유스퀘어 광장 특설무대에

서 제17회청소년열린음악회를연다

문제하씨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리틀싸이로 유명한 황민우군을 비롯해 아이

돌가수 플레이보이즈 제1회GPOP페스티

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댄스그룹 B5S

CREW 제1회 GPOP페스티벌금상수상팀

인그룹사운드 여우별이출연한다

또 청소년트로트신인가요제 수상자 김희재

고수연 위명선씨의무대도준비돼있다

문의 0623521080 김경인기자 kki@

한국화를전공한지역의젊은여성작가두명

의감성적사유가돋보이는전시회가열린다

광주 롯데갤러리는 7월3일까지 윤세영이선

희씨를초대해 2인전 잔향(殘香)을연다

작가들의 다양한 감수성이 농밀한 화면으로

가시화된작품들이전시된다 특히종이에점토

를 바르고 그 위에 색을 입히는 윤씨의 작품과

마직 위에 분채를 이용해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이씨의 작품에서는 한국화의 매력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들은 재료와 표현 방법이 다르지만 부드러

운색조와적절한여백을사용하는기법으로주

제를증폭시킨다는점에서는일치한다

윤씨 작품에서는 메시지에 깊이 감을 부여하

기위해사용된푸른색조의물결이유난히도눈

에띈다 푸른색은물결이자바람으로다가오며

작가내면의심상을고스란히드러내준다

이씨작품들은어느특정부위에시선이오래

머물게 만든다 그리고 이후 여백과 꽃잎 등을

따라화폭사방으로퍼지게된다

문의 062221180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최근 대한민국예술원에 회원 탈

퇴서를 내 논란을 빚은 고흥 출신

천경자(90사진) 화백 측이 이번에

는천화백의작품을토대로제작된

아트상품의 판매를 놓고 갤러리현

대와갈등을빚는것으로알려졌다

26일 천 화백 측과 갤러리현대

서울시등에따르면천화백의장녀

이혜선(70)씨는 최근서울시를통해갤러리현대에 아

트포스터판매에대한이의를제기했다

천 화백이지난 1998년 서울시에작품 93점과전작

품에대한저작권을기증했기때문에현재천화백의작

품에대한저작권은서울시에있다

문제의발단은최근 명화를만나다한국근현대회

화 100선에서 판매된 아트포스터 여기에 길례언니

등천화백의작품 2점이포함된것이다

해당업체는갤러리현대에서포스터를구매해판매

한것으로확인됐다 이에따라천화백의저작권을보

유한서울시가갤러리현대에이의를제기했으나갤러

리현대는 1995년맺은약정서에따라당시제작했다

가남은상품을이번에판것이라는입장이다

천 화백 측은 약정서에 날짜가 없고 천 화백의 도

장도 없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정서 자체가 무

효라고주장하고있다 연합뉴스

도장 없는약정서무효

천경자화백측 갤러리현대와갈등

내일오후1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대극장

시상식예술제 선배 축하 공연무료관람

예술 꿈나무 열정의무대호남예술제최고상발표회

윤세영작 닿을듯한그리움
광주전남소설가협회(회장전용호)가문화와역사의고장해

남으로문학기행을떠난다

오는 29일 작가들과 함께 떠나는 문학기행은 고정희 시인

생가와 김남주 시인 생가를 비롯 고산 윤선도의 고택 녹우당

해남의고찰대흥사와미황사를둘러보는일정으로짜여진다

이번기행에는해남출신김경윤(김남주기념사업회장) 시인이

동행해 해남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고정희 시인과 김남주 시

인의시와삶을해설할예정이다

출발은 오전 9시 518기념재단 주차장이며 참가비 1만원

관람료점심식사제공 문의 01041374462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소설가협 29일 해남문학기행

표현기법달라도

부드러움닮았네

롯데갤러리 윤세영이선희전

청소년에너지발산

양새미씨 서정민씨

제17회 청소년열린음악회

내일유스퀘어광장무대

리틀싸이 황민우군

그룹 여우별

제59회호남예술제최고상발표회가28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열린다사진은초등부발레창작군무최고상을수상한송원초등학교의 개미와베짱이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