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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립미술관 열정의 시대전북도립

미술관(관장 장석원)에서는 열정의 시대 피카

소부터 천경자까지가 열리고 있다

미술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전시

에는 인상파 작가인 모네와 피사로 입체파인 피

카소와 브라크 등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또 베

를린 분리파의 대표작가 막스 리버만을 비롯한

모더니즘 형성기의 작품들 이와 대비되는 이중

섭 박수근 김환기 오지호 진 환 등 한국의 모더

니즘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품은 베네수엘라 국립현대미술관과 국

립미술관 소장품 34점 독일 브뢰한미술관 무터

푸라주갤러리 소장품 51점 한국 국립현대미술

관 광주시립미술관 등의 소장품 18점 등 세계 유

수 미술관 소장품 104점으로 구성됐다

베네수엘라 국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피카소 등 입체파 작가들로만 세계 거장전이 가

능한 대형 미술관으로 100여 년 역사에 직원만

1000여 명에 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피카소의

모자 쓴 여인과 모네의 워털루 다리 등 베네수

엘라 국립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을 만날 수 있다

고전적인 작품 가운데는 140년 전 프랑스 작가

인 오라스 드 카이아스의 목욕하는 여인이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전시는 ▲인상주의 이전 유럽 전통 회화 ▲벨

에포크를 수놓은 인상파 ▲모더니즘의 정점인

피카소와 큐비즘 ▲한국미술의 모더니즘 등 19

세기 아카데미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모더니즘

을 중심으로 시대별 주제별로 구성됐다 모더니

즘은 19세기 말 이후 등장한 감각적 추상적 초

현실적 경향의 미술운동을 말한다

전시는 내년 2월22일까지다 티켓 가격 성인 1

만 원(학생 6000원) 문의 0632906888

예울마루 교과서속우리미술초중고

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됐던 우리나라 대표 작가

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여수에서 열리

고 있다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는

오는 12월 28까지 교과서 속 우리 미술교과서

에서 만나는 천재화가들이 열린다

초중고 미술교과서에 나오는 한국 근현대

미술 도판에 수록된 작가 41명의 작품 89점을 한

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에서는 김기창 박수근 천

경자 등 한국 미술계에 한 획을 그은 유명 작가들

의 작품을 실물로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1부 모던

아트의 수용과 전개는 일제시대부터 1950년대

까지의 변혁기 예술로 김기창 도상봉 박수근

변관식 이인성 이응노 장욱진 전혁림 천경자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2부 한국현대미술의 태

동과 확장에서는 1950년대 후반 이후의 추상미

술과 신조형 미술을 다루며 박서보 서세옥 이우

환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운보 김기창은 어릴 때 고열로 청각 신경을

잃은 후 화가의 길로 들어선 인물로 투박하고

육중한 형태감을 주축으로 구상과 추상에 얽매

이지 않는 새로운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군마

도는 그의 수작 중 하나로 기운차게 뻗은 다리

약동감 넘치는 고갯짓 등 거침없는 운필로 말의

동세를 정확히 포착해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

다

이만익의 가족은 화면 중앙에 화합을 상징하

는 거목이위치해 있고음영이 없는색채대비로

밝고 명랑한 화면을 구성한 작품이다

천경자의 무제는 인도 북부 도시 아그라에서

춤을 추는 여인의 초상을 그린 작품으로 이국에

대한 환상과 동경 초현실주의적인꿈의 세계 등

장식적이고 탐미적인 작가 특유의 조형세계를

담고 있다 그 밖에도 이우환의 선으로부터 김

창열의 물방울 박생광의 무녀 변관식의 강

변산수도 이대원의 농원 등도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이다 티켓 가격 8000원

전시와 함께 주말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나만의 문자추상 우리 색

으로 만나는 현대미술 등 어린이 미술체험교실

을 운영한다 교육비 1만5000원(관람료포함) 문

의 061808708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이명작들 안보면두고두고후회합니다

이우환작 선으로부터

클로드모네작 워털루다리

파블로피카소작 모자쓴여인

오라스드카이아스의 목욕하는여인

김기창작 군마도

서울과 달리 좀처럼 대형 전시회가 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모네 피카소 천경자 김기창

등 국내외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서양과 한국의걸

작을 한번에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전북과 전남에서잇따라 열리고 있다겨울의 문턱 모네의

워털루 다리 김기창의 군마도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전북도립미술관  열정의시대피카소부터천경자까지

여수예울마루  교과서에서만나는천재화가들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욱)는 매달 한차례씩

모여 아름다운 가곡을 함께 부른다 지난 2008년 가곡을 좋

아하는 이들몇몇이힘을 모아 모임을 구성후힘든 상황에서

도 집행부와 회원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매달 꾸준히 행사

를 이어오고 있다 부회장을맡고 있는 시인 박원자(유안초 교

사)씨역시 작은힘을 보탠이 중 한명이다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 티브라운에서 열리는 70번

째우리가곡부르기는 시인 박원자의 노래를 주제로 열린다

2003년 등단한 박 시인의 작품은 여러편이 노래로 만들어졌

으며 하늘빛너의 향기와 하얀겨울로간다가 고등학교음

악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다

이번 달에는 오숙희곡 독도너는 동해

에 서 있구나를배우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유안초 2학년 2반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사

랑의 정원을 부른다 또 초청 성악가 소프

라노 김선희씨가 그대는 내 사랑의 시를

남구여성합창단(지휘 박호진)이 푸른 꿈

을꾸는 새 등을연주한다함께부르는 추

억의 노래는 반달 이별의 노래 등이다

참가자에게는 박 시인의 시노래 모음

집(가곡집) 그대는 내 사랑의 시를 증정한다 참가비 1만원

을 내면간단한먹을거리와 차를준다 httpcafedaum

netgjkrsong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우리가곡부르기 70회 시인 박원자의노래

21일 호신대티브라운

박원자시인

신명나는 국악에 화려한 비보잉까지

광주문예회관 우수작품 초청공연 락(樂) ConcertLets

make 락이 22일 소극장에서 열린다

여민이 제작기획한 이번 공연은 즐거운 국악 흥겹고 신나는

우리음악과의 소통을 주제로 진행된다 국악대중화를위해결성

한 에스닉팝그룹 프로젝트락이 우리음악을 어쿠스틱사운드로

들려준다 가야금 베이스건반 피리 해금 대금 보컬등으로 구

성된 프로젝트락은 직접작곡편곡 프로듀싱을 하는 그룹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수궁가를 코믹하게 재해석한 난감하네 가

면퍼포먼스가 어우러진 한오백년 Happy Beatbox 사랑

가 오봉산타령 아빠무등 밀양아리랑 태평성대 이몽룡

아 등 다양한 장르의 신명나는곡을 공연한다

국악비보이 그룹 플라잉 코리안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전석

1만원(학생 5000원) 문의 0626138340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락(樂) ConcertLets make 락 공연 22일광주문예회관소극장

에스닉팝그룹 프로젝트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