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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다 지속적

인핵가족화 1인 가구증가등으로인해

국민 5명중 1명이집에서동물을가족처

럼 기르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동물복지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

고있다

광주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전시가 열

리고있다 오는 10일까지동명동스토아

어바나에서열리는 반려동물을 위한건

축전 스토아어바나는카페 갤러리 공

연장을갖춘복합문화공간이다

이번 전시는 인간에게 주는여러 혜택

을존중하며인간과더불어살아가는반

려동물의습성을고려한집의형태를제

안하는전시다

광주 출신 건축가 그룹인 수다 디자인

그룹(SUDA design group) 공동대표

최상웅(37)허만수(36)씨가 기획했으며

이들의지인인Things change 김용만

고재원 KDDH(김동희) 공장(김성우)

디디건축(노휘) 홍재승정현정 GADO

(김용주정우진) 미니맥스아키텍츠 집

파트너스 ADKs(김영현) Formative

architects(고영성) 임상우 바운더리

스 김진순 디자인바이펫 등이 참여했

다 특히광주폴리 기억의상자를만든

고석홍김미희(SOSU)씨의작품도만날

수있다

인간중심의 반려동물 거주공간 유형

을벗어나새롭게동물들의공간을분석

하고 건축적 공간으로 제안하는 실제모

형과이야기들로구성했다라는것이기

획자의설명이다

노휘씨가 만든 하트모양을 뒤집어놓

은것처럼생긴반려동물집은편안한곡

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놓는 방법에

따라 강아지가 쉽게 드나들 수도 있고

때로는 강아지의 활동반경을 차단할 수

도있다

김성우씨가디자인한작품은의자와반

려동물집의두가지용도를모두충족시

킬수있도록만들어졌다 뼈다귀모양나

무판을붙여서조립한것이인상적이다

김용주정우진씨는 공동주택에서 반

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골

치 아픈 문제인 소음에 초점을 맞춰 강

아지의 얼굴이 그려진 흡음판을 선보였

다 반려동물사진을보내면소리를흡수

하는 일정한 크기의 구멍을 뚫고 그 구

멍들이모여사진속동물모양을형상화

한다는컨셉이다 이밖에도조명과반려

동물집을결합한디자인 도넛을절반으

로 자른듯한 디자인 I PAD 등을 통해

조명을 조절하는 디자인 차양을 조절할

수있는디자인등이전시되고있다

특히 기획자 측은 CAT TOWER와

CAT LOVES BOXES 제품은 상용화

를추진한다는계획이다

이번전시의가장큰특징은모든작품

이 조립하기 쉽게 나무판을 잘라서 제작

돼있어향후상용화하면사용자들이직

접제품을조립할수도있다

최상웅대표는 서울전시에서반응이

좋았던두제품은상용화 80% 단계까지

와있다며 제품 하나를 구매하면 제품

하나를기부하는방안도생각중이라고

밝혔다

한편이번전시기간중스토아어바나

에는반려동물동반입장도가능하다 단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문의 07088858142

글사진김경인기자 kki@

담양대담미술관은오는 22일까지구두

디자이너 김재희씨를 초대해 BLOOD

TYPEB를주제로전시회를연다

김씨는 구두라는 사물에 예술적 가치

를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고정적으로 생

각하던 개념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시킨

제 3의결과물들을전시한다

김씨에게 있어서 구두는 형태가 있는

그림이고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는 매개

체이며삶의일부다

그는 구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

래이며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것이라

고말했다 특히김씨는구두를디자인할

때사람과사람의관계를중요시여긴다

그리고거기에패션트렌드를담아낸다

김씨는바네스 에스콰이아 이랜드리

테일에서 구두 디자이너 CJ 홈쇼핑 슈

즈 디자이너 총괄 디렉터로 근무했으며

현재 프리렌서로 활동하고 있다 공저

PLAY WITH DREAM가 있다 문의

0613810082 김경인기자 kki@

구두의 다른의미 담양대담미술관 구두 디자이너김재희전

동명동 스토아 어바나 10일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건축전 반려동물 입장 가능

미술에서 에디션(Edition)

이란한정된수만큼작품을만들

어전시하고판매하는것을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판화작품을

일컫는경우가많지만현대미술

에서는사진이나조각 영상매체

에이르기까지다양한미술장르

에서만나볼수있다

광주에서데미안허스트등해

외유명작가들의에디션작품을

감상하고저렴한가격에구매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

리에서 열리는 Selected EDI�

TION전

이번 전시에는 데미안 허스트 다케자키 갓츠오 쿠사마 야요이 마사

히코 츠보타 브리짓 라일리 알폰소 시실리아 소브리노 등 17명의 작품

80여점이선보인다

특히 이번전시에는 프랑스페로텡갤러리에서제작한현대미술작가

들의 스페셜 에디션 작품(7작가 24점)도 포함돼 있다 가격대는 35만

2800만원 사이로 대부분 35만100만원 사이에 구매 가능하다 전시기

간 중 토일요일 오후 3시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한 나만의 가방만들

기행사가진행된다 문의 0623601271 김경인기자 kki@

유명작가한정품저렴한구입기회

광주신세계갤러리 21일까지 에디션전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준비위원회가 제14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29

일8월3일) 댄송경연대회 참가자를모집한다

대상은만 1522세사이국내청소년및국내에체류중인외국청소

년으로 오는 6일까지 여수국제청소년축제 홈페이지(httpyeosuy�

outhfestivalcom)를통해참가신청을하면된다

지역예선과마스터워크샵을통해본선에진출한참가자들은여수세

계박람회장 EDG내메인무대에서 결선을 진행하게된다 노래 댄스 등

각 부문별 우승자에게는 국무총리상과 상금이 주어지며 그외 5개 부문

수상자들도선정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다큐애니메이션 바시르와왈

츠를로 유명한 아리 폴만 감독

의 신작 콩그레스사진가 상

영된다 7일 오후 4시30분 광주

극장에서단한차례다

영화는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독특한 형식의 작품으로

2013년 오스틴 필름 페스티발(최우수작품상 최우수 각본상 여우주연

상) 2013년유러피안필름 어워드(최우수애니메이션상) 등에서 수상했

다 만인의연인이었던여배우로빈라이트는나이가들어가면서대중들

에게외면받기시작한다 기술발달로영화계는배우들을스캔해컴퓨터

프로그램화시키는단계에접어들고제작사미라마운트는로빈라이트에

게젊은모습으로살게해주겠다며스캔에참여할것을요구한다 로빈은

결국 20년계약에사인하게된다 김미은기자mekim@

실사+애니 콩그레스 상영

미래의 KPOP스타를찾아라
여수국제청소년축제 댄송경연대회 참가자모집

광주극장 7일

데미안허스트작 valium

상용화될예정인바운더리스작 Cat Tower

김성우작 개뼈다귀집노휘작 Love

우리집강아지가

좋아하는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