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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

한 문화의 달이다 문화체육관

광부는지난 2003년부터지역문

화활성화를위해지역을순회하

며 대규모 문화의 달 행사를 열

고 있다 올해 문화의 달 행사가

광주에서열린다지난 2004년에

이어 두번째로 한 도시에서 두

차례행사가열리는것은광주가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주

최로 17일19일까지 열리는 이

번 문화의 달 행사 주제는 문화

로 이웃과 함께하기다 행사는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내 아시아문화

광장을 비롯해 옛 전남도청 광

장 동명동 대인시장 푸른길등

광주시내곳곳에서열린다

17일 오후 6시 518 민주광장

(옛 전남도청)에서 열리는 전야

제는 아시아의 빛을 주제로 진

행된다 아프리카타악공연팀아

냐포 밸리댄스 서영무용단 등

이출연하는식전행사과개회식

에 이어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부탄인도등남아시아공연단의

무대가마련된다

18일 오후 6시 30분 아시아문

화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의 주

제는 빛으로 소통하다로 정했

다 미디어 아트 작가 이이남씨

의 주제 영상이 광장 좌우에 마

련된대형스크린에서선보인다

전통국악실내악단 율 나빌레라 무용단 CBS어린이합창단

윤진철명창등이참여하며광주시와함께올해동아시아문화도

시로선정된중국취안저우공연단의 영춘 일본요코하마의슈

이치 히다노 슈퍼밴드 등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피날레 공연은

타악그룹 얼쑤와 인디밴드 루버스틱이함께하는 아리랑&

광주의꿈이다

올해스무번째맞는광주국제교류의날행사도함께어우러진

다 19일오전 11시부터오후 5시

까지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장기자랑 벼룩시장 경매

등이열리며음식문화등 각국

가의홍보부스도운영된다

행사기간중에는광주곳곳이

문화 공간으로 변신한다 17일

(오후2시밤9시) 18일(오후2

시6시) 518민주 과장에서 아

트프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되는 광장 페스티벌이 열

리며 1718일에는 대인예술시

장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또 거

리 아트마켓 연극 상연 퍼포먼

스백스테이지파티등으로구성

된 동명동골목길페스티벌 푸

른길작은도서관일대에서 10명

의 미디어 아트 작가 작품과 함

께 아트마켓 미디어 포토존 등

을 운영하는 푸른길 미디어 아

트 등이펼쳐진다

그 밖에광주지역의문화기획

자 95명과 전국의 문화 기획자

95명이 준비한 전국청년문화기

획자 대회가 양림동과 청춘 아

고라 등 광주 지역 문화 공간 곳

곳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 참

여할기획자들은지난 7월부터 3

차례 예비포럼을 통해 문화기획

자의역할등에대해이야기를나

눴다

이번 행사를 위해 광주시는

2014 문화의 달 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정동채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꾸리고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

문화재단등문화관련기관등과논의를통해행사컨셉등을정

했다 또 박선정 전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전고필 대인예술시

장별장프로젝트총감독 연극인 이당금 미디어 아티스트이이

남씨등지역문화예술인들이디렉터를맡아세부프로그램을확

정했다 www2014moccom 문의 06245719925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정은순 전남대 음악학과 명예교수는 지역 피아노

교육의 대모로 꼽힌다 경희대를 졸업하고 지난

1964년부터 조선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정 교수는 1976년 전남대 음악학과로 옮긴 후 정년

퇴임할 때까지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며 지역 음악

계를풍성하게했다

정교수에게가르침을받았던전남대출신제자들

은 피아스트라(회장박수미광주대겸임교수)를결

성 매년 한차례씩 정기연주회를 열고 찾아가는 음

악회도진행하고있다

13회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며 회원들은 조금 색다

른무대를마련했다 2일 오후 7시30분유스퀘어문

화관금호아트홀에서열리는이번연주회는올해팔

순을 맞은 스승에게 헌정하는 음악회다 스승을 위

해준비한깜짝선물이다

이번공연에는정지윤송지영오자형배소현박

은정천현주함정욱김은애황자영박수미박의

혁모현주씨 등 제자들이 연주하며 김도연(바이올

린) 박희현(소프라노) 조규철(바리톤)씨가 찬조출

연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D단조

비탈리의 샤콘느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

데작품 35 스승의은혜 10월의 어느멋진날에

로시니의 윌리엄텔 서곡이다

제자들이저몰래음악회를준비했나봐요 티켓

을 가지고 왔을 때야 공연 소식을 알았어요 조용히

있고싶은데부끄럽고쑥쓰럽죠 고맙고감사하기도

하구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피아노를 치려고 해요

지난해까지도피아노듀오무대에섰구요

정교수는내년에도제자와함께듀오무대를가질

예정이라고말했다 문의 01071481288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스승정은순팔순기념깜짝헌정음악회

전남대피아노전공 피아스트라 내일금호아트홀

강진아트홀은 오는 19일까지 청자를 소재로 작업

하고 있는 강진 출신 김보미씨를 초대해 전시를 연

다

강진청자 1호 김경진씨의 딸인 김씨는 자개와 옻

칠을 더한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청자 작품을 만들

고있다

이번전시에서는청자를현대적감성과쓰임에어

울리도록 재해석한 작품 24점을 선보인다 김씨의

작품은매병이나주병같은전통적인형식에서크게

벗어나있다

전통적인방식그대로의청자모습과안료색감에

집착하지않고현대적생활의쓰임새를고려한여러

생활자기들을 청자 형식으로 디자인한 작품들이 주

를 이룬다 커피 핸드드립세트는 김씨의 대표적인

작품중하나다

특히 진사유(辰砂釉)를 사용하거나 청자 겉면에

자개와옻칠을입혀상감처리하는기법등은작가의

독창적인작업방식이다

김씨는 전남대에서 조소를 전공했으며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특상(2011)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디자

인부문 최우수상(2013)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금상

(2014) 등을수상했다 또홍콩차이나어소싱 인도네

시아독일 미국등에서열린공예작품전에참여하

기도했다문의 061430397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청자인듯청자아닌청자같은

커피메이커

강진아트홀 19일까지

김보미초대전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설립 5주년을 맞아 메세나와 문화예술 재원

조성분야최고전문가를초청해강연회를연다

2일 오후 2시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회이 주제는

지역문화예술활동재원조성전략이다

첫 번째 강연은 박현준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차장이 예술활동과

기업지원이란 주제로 메세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문

화예술분야 기부 현황 및 기업 후원 사례를 소개한다 또 이건김

달진미술자료박물관 성도GL헤이리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예술과

기업 함께 동반성장하고 있는 결연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과 예술의

상생 기업의속성 성공적인협찬제안법등을알아본다

두 번째강연은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컨설팅 한국문화예술위

원회온라인모금컨설팅등을진행한장진민한남대겸임교수가 문

화예술분야재원조성의이해와전략을 주제로재원조성을위한방

법으로모금과기부에대해소개한다

문의 061280582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메세나재원조성전문가강연

전남문예재단오늘장진민교수박현준씨초청

17일

518 민주광장

밸리댄스서영무용단

아프리카인도 공연단

18일

아시아문화전당

이이남작품상영

중일 공연단얼쑤

19일

518 민주광장

한국어말하기대회

경매각국홍보부스

이웃과 함께하기

푸른길대인시장동명동페스티벌

양림동전국청년문화기획자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