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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날레와 함께

광주전북 전시 눈에 띄네

의재허백련작 산수십곡병풍

2014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에맞

춰광주와전북지역미술관과갤러리들이연

계전시를선보이고있다 현대미술의진수를

볼 수 있는 작품은 물론 전통과 현대를 연계

한콜라보전시 한국의미를엿볼수있는작

품등장르도다양하다

가장눈길을끄는전시는전북오스갤러리

와인근 250년된한옥을이축해조성한한옥

문화공간 아원에서 열리고 있는 전수천 작

가의개인전이다

광주비엔날레 20주년기념기획 전수천이

바라본사회의아우라를 주제로지난 3일부

터오는 11월2일까지 61일간 열리는이번전

시는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전 작가가 직접

광주비엔날레재단 측에 요청해 준비한 전시

다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대표로선

정돼국내최초로특별상을수상한그는지난

2012년에는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의재

미술관에서 배병우 허달재씨 등과 함께

2012광주비엔날레 기념전 변화란 무엇인

가?를열기도했다

작가는 원본이 지니는 고유의분위기나 기

운을 뜻하는 발터 벤야민의 이론 아우라

(aura)를 정서적 에너지로 해석한 영상 작업

과설치 평면작품들을전시한다

전 작가는수많은 대상으로부터 우리 신체

가느끼는감성적변화나심리적움직임에따

른아우라가존재한다는전제로이야기를시

작한다

그는 환상이나 추상적인 감성들을 시각화

한개인의꿈환상 체험 오브제등을전시장

화면에띄운다 쓰레기장을나는새들처럼어

울리지않은대상을한화면에구현해인간성

회복이라는질문을관객들에게던진다

전작가는전북출신으로일본동경무사시

노 미술대학과 와꼬 대학동대학원 예술학

과 미국 뉴욕 프랫 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국민 문화훈장 은관문화훈장 최우수 예술

인상등을수상했다 문의 0632447102

매회 광주비엔날레 때마다 연계전시를 선

보여온 의재미술관에서도 지난 4일부터 남

도수묵화병풍전이열리고있다 11월9일까

지 열리는이번 전시는 현대적이고실험적인

광주비엔날레와 상반되는 작품들을 선보이

면서우리전통수묵화의의미를되새기게한

다

전시는의재허백련선생과그의문하생들

인연진회회원들의병풍작품들로꾸며지고

있다 특히 의재 선생이 1960년대 제작한 10

곡 병풍이 처음으로 공개되고 의재 선생의

스승인 무정 정만조 선생의 친필 8곡 병풍이

함께 전시된다 또 의재 선생 81수를 기념해

제자들이그린합작품등다수의병풍이함께

선보이고있다 문의 0622223040

한국미용박물관도광주비엔날레 20주년을

맞아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비의 의식용으로

대례복 차림에 사용됐던 머리 대수(大首)를

현대미술과 조우시킨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

다 미디어아트대수를만나다를주제로열

리는 이번 전시는 10월7일까지다 전시는 광

주비엔날레에 참여하기도 했던 미디어아티

스트 진시영씨의 특별전 획과 곽윤일씨 초

대전 벽을깨우다등으로구성됐다

진 작가는전통미용문화인가체를첨단예

술기법과연결시켜 조선시대 여인의멋과 시

대정신을되돌아본다곽작가는가체체험을

통해 현대의 시선을 담아낸다 문의 062

5146622

이 밖에도 은암미술관에서는 17일까지 도

예가 오상문 작가와 미디어아트스트 진시영

작가의 융합전 흙 빛을 품다전이 열리고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일본 서예와 도자기 작품들을 소개하는 서

도꽃시츠라이전이진행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전북 오스 갤러리한옥공간 아원 전수천 설치미술전

의재미술관 남도 수묵화 병풍전 연진회 회원작 등

한국미용박물관 진시영 획곽윤일 벽을 깨우다전

광주인성고등학교총동문회(회장 선정

민)가 주최하고 미술동문 이삭회(회장 류

재웅)가 참여하는 2014 인성문화예술제

가양림미술관에서열린다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는 인성문화예술

제는 동문 문화예술인들의 예술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행

사로동문작가들의작품전시와음악회로

꾸며진다 이삭회는인성고미술반출신들

과 현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동문

의모임이다

21일까지 열리는 미술제는 인성고 미술

교사로재직했던이정주전광주대교수를

비롯해 화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류재웅최인선박구환최철윤익박정

용김상옥조문현정선휘최재덕박도

진김정태김영태백상옥씨 등이 참여하

는전시로꾸며진다

전시 오프닝은 20일 오후 6시30분 음악

제에앞서열린다 이어오후 7시부터양림

미술관 앞마당에서 강바우 퓨전난타(단장

양준식) 소프라노 김선희 통기타 가수 정

용주 색소폰 연주자 김성진 국악단 도드

리등이참여한가운데음악제가진행된다

서양화가 류재웅씨는 이번 행사를 통

해전시에작품을출품한초대작가들과이

삭회회원들이연령과문화를초월해여러

측면의심도있는담론을생산하고제안했

으면하는바람이라고말했다

문의 0626757009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인성고 동문 예술 향연 인성문화예술제 21일까지 양림미술관

웅장하고

남 성 적 인

거문고 연

주를 들을

수 있는 기

회가 마련

됐다

거 문 고

연주자 박

유민 (사진)

씨가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열리는 목요열린 국악한마당

공연에참여한다 18일오후7시전수관공연장

만화방창(萬化方暢)을주제로열리는이번연주회는2부

로구성돼있다

1부 6현위에 따뜻한 봄바람을 싣고에서는 정악 천년만

세 한갑득류거문고산조 연주를통하여 6현거문고의매

력을선보인다

2부 현금위에꽃을피우다에서는창작곡 change 꿈

을향해가는길을선사한다 전석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mekim@

박유민의 웅장한 거문고 선율

빛고을 국악전수관 내일 열린국악한마당

류재웅작 산수유마을이야기

전수천작

Sens of emotional aura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은 911월

매주 2 4주 수요일에 6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숲 생태 체험 프로그램 병아리들의

박물관속숲여행을운영한다

유아숲체험프로그램은 박물관뒤편딱따

구리 숲에서 풀밭 곤충 관찰하기 나뭇잎의

색깔변화와숲속씨앗과열매에대해알아보

기 나뭇가지를이용한만들기 등자연과교

감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

(httpnajumuseumgokr)를 참조하면

하면된다 문의 061330782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병아리들의 박물관 속 숲 여행

나주박물관 67세 아동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