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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 아름다운 아트 벤치가 놓였

다

2014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사업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무들마루(총감독박상현)는예술의거리활성화사업

인 문화우물 프로그램을통해예술의거리중앙초교담벼

락앞에아트벤치 3개작품을설치했다

이번작품에참여한 3명의작가는예술의거리의주변환

경을 토대로 작품을 완성했다 신호윤씨는 붉은색과 흰색

의조화가인상적인 츄파쇼파 이재덕씨는인간의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시간이 지나야 깨닫는 것들 이호동

씨는가족의모습을해학적으로표현한 부자되세요 작품

을각각설치했다

한편 문화우물완공식은오는 24일오후 5시에열리며

작가들의 작품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문화우물 발굴전이

예술의 거리 궁다방 갤러리에서 28일까지 열린다 문의

0707677922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앉기엔너무예쁜 의자

무들마루 예술의 거리에아트벤치

신호윤작 츄파쇼파

아트그룹 소나무가 광주미협이 위탁운영하는 광주시립

미술관 금남로분관 초대로 1824일 광주를 노닐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영일김진수김효삼류재웅박영현

안진성안태영이기원오창록위진수장용훈정경래조

규철조선아조 솔조현수최요안한부철씨 등이 참여해

100호이상대작18점과소품36점등을동시에선보인다

전시 주제 광주를 노닐다는 광주의 문화와 역사 속에

깃들어 있는 전통과 정신이 작가들의 작업에 중요한 원천

이된다는것을의미한다 광주를기반으로활동하고있는

회원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광주라는 환경이 작업에 어떤

영향을미치는가를되돌아본다

한편 아트그룹 소나무는 1997년 창립 전을 시작으로 프

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국내외에서 모두 24차례의 전시

를여는등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전시오프닝은 18일오후 6시30분이다

문의 0622223757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를노닐다

시립미술관금남로분관 소나무 회원전

위진수작 島之淸香(도지청향)

피들스트링 오케스트

라(단장 김해경) 제5회

정기연주회가 20일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열린다

피들 스트링은 지난

2008년 전남대 평생교

육원 바이올린 강좌 수

강생들을중심으로구성

된 오케스트라로 지난 2010년 정식 창단 연주

회를 갖고 정기연주회와 병원 등에서 봉사 연

주회를열어왔다

베토벤 vs 비틀즈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클래식음악과 팝송 영화음악 등

친숙한곡들을들려준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

명 슈베르트의 미완성교향곡 8번 영화 로

미오와 줄리엣 폴라 익스프레스 겨울왕

국 OST 등이다 또 오블라디 오블라다 등

비틀즈의히트곡과 위아더챔피언 등 전설적

인록그룹퀸의대표곡영국밴드콜드플레이

의노래등을선사한다

지휘는 광주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차석으

로 광주네오필하모니오케스트라 단장을 맡고

있는 유건우씨가 맡는다 전석 1만원 문의

0629624407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베토벤 vs 비틀즈

피들스프링정기연주회

20일 금호아트홀

광주와무등의정신을

주제로 한 문학 강연이

열린다

광주시가 후원하고

(사)무등문예창작연구

회(이사장 문순태)가 주

최하는 제2회 무등 문

학을 품다 강연이 20일

(오후 2시) 시청 4층 세

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강연회는 김준태 시

인을 초청 광주와 무등의 문학적 형상화를

주제로 문학 속에 나타난광주와 무등의 다양

한모습을고찰한다

강연과 함께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무등산

사랑글을 소재로 공모한 작품 가운데 대상과

우수상에선정된작품시상이예정돼있다또

한전문시낭송가고희정씨가대상수상작고

영남 씨의 무진을 낭송한다 이밖에 광주전

남전문음악인으로구성된나르브르앙상블의

공연도 펼쳐진다 광주와 무등을 사랑하는 이

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109245

7198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등 문학을 품다 강연

무등문예창작연구회 20일 시청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나라는 아니다 하지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오랫동

안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이를토대로독자적인문화를만

들어왔다 이는우리나라와도비

슷하다 특히 두 나라 사이에는

한자와 유교라는문화적공통

점이존재한다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의 명품

인 베트남의 청동기시대 유물들

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20일

부터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

환)에서 열린다 베트남고대문

명전 붉은 강의 새벽을 주제로

11월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

에는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있는청동북 12점을비

롯해항아리 장신구등모두 320

여점의유물들이전시된다

베트남청동기문화는중국윈

난성에서 발원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관통해흐르는홍강(紅

江)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기원

전 20001500년 사이 홍강 유

역의 풍응우엔문화로 시작돼 동

더우문화 고문문화로발전했다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하고 비슷한 시기인 기원

전 5000년 사이 동남아 지역

최고수준의청동기제련기술을

꽃피운 동선(Dong Son)문화

가 나타난다 이번 전시에서도

홍강 유역의 동선문화를 중심으

로베트남청동기문화의흐름을

살핀다 동선은 유적이 발굴된

베트남북부지명에서따온이름

이다

이 시기 유물 중 단연 돋보이

는 것은 청동북으로 오늘날 베

트남역사와문화를대변하는상

징물이다 2500년전의청동북은

베트남은 물론 남중국과 동남아

시아전지역에서확인되고있는

유물로 고대시기 제련기술의 결

정체라할수있다

큰 유물은 길이 1m 무게 100

kg이 넘기도 하는데 이번 전시

에서는높이 60 폭 50 전후

의 것들이 전시된다 청동북은

독특한외형과함께표면에정교

하게새겨진무늬들이보는이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북의상판에는빛나는태양이새

겨져 있고 주위에는 두루미와

같은 새들이 나는 형상과 빗금

무늬등이입혀져있다

청동북은 처음에는 악기로 만

들어졌으며연주할때나는소리

가 마치 천둥소리와 같아서 천

둥드럼이라는별칭이붙기도했

다

이 밖에도 등잔 뚜껑이 있는

청동항아리 발 모양도끼 사람

모양손잡이칼종팔찌등베트

남청동기시대의정수를느낄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

또이번전시에서는베트남중

부사후인문화도소개된다 독널

무덤을만들어죽은이를묻어주

고해양교역으로얻은보석으로

장신구를만들어썼던그들의모

습은 영산강 유역 독널 고분과

유리옥 장신구들을 떠올리게 한

다

전시에 앞서 19일 오후 2시30

분에는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연구원 응원 응옥 찻이 베트남

사후인 사람들의 장례풍습과 해

양교류를주제로강연회를진행

한다

한편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

물관과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이 20092013년 진행한베트남

선사문화공동학술조사의성과

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앞서 국

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가 열리

기도했다 문의 0613307800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동남아명품청동기진수만난다

상업영화 틈바구니 속에서 잔잔

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독

립영화감독과관객들이만나는시

간이마련됐다

개봉후 2만관객을동원한애니

메이션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

리고 봄봄의 안재훈 감독은 20일

오후 2시 40분 광주극장에서 관객

과의대화를진행한다

오랫동안사랑받아온현진건김

유정이효석의 단편을 아름다운

영상으로풀어낸이번작품은안감

독의전작 소중한날들과함께관

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안

감독은참여관객모두에게캐리커

쳐를선물한다

족구왕의 우문기 감독은 다음

날인 21일오후 3시광주를찾는다

족구왕은 토익 점수 하나 없이

전역한 학점 21의 대책없는 복학

생만섭이사랑과족구를쟁취하는

내용을그린영화로최근 3만관객

을넘어섰다

그밖에 옛날 영화를 보러갔다

시리즈에서는 20일 오후 4시40분

오즈의마법사를상영한다 cafe

navercomcinemagwangju 문

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mekim@

메밀꽃족구왕 독립영화감독과의대화

왼쪽위부터팔찌사람모양손잡이칼청동북

국립나주박물관 베트남 고대 문명전 붉은 강의 새벽 20일11월 9일

청동북항아리장신구등 320여점 선봬

20일 광주극장안재훈21일 우문기감독

지휘자유건우

김준태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