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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말이면 광주에서는 지역 젊은

작가들이 만드는 이색적인 문화 파티가

열린다

지역은 물론 전국 젊은 작가들이 참여

하는 전시와 함께 밴드 공연 퍼포먼스가

어우러진다 또 행사기간 다양한 문화이벤

트가 함께 진행되며 특히 작가들의 작품

을 판매하는 경매 행사를 열어 판매 수익

금 중 일부를 예술 꿈나무들을 위한 미술

용품 기부에 사용한다

지역 젊은 예술가들의 모임인 아트 프

로젝트 그룹 V(Art Project Group V이

하 APGV)가 진행하는 VParty(이

하V파티)가 올해 5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광주 신세계갤러리의 후원을 받아

더 풍성하게 치러진다

APGV는 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브이날레예술가

여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V파티 다섯

번째 행사를 진행한다

APGV는 지역의 젊은 작가들인 김

명우김진경서영기조강수엄기준이

리라이인성이조흠주대희씨 등 9명이

만든 젊은 예술가 그룹이다 조선대 출신

인 이들 작가들은 지난 2005년 소통을 화

두로 모임을 만들었고 해마다 문화 이벤

트 등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강진 청자축제 과천 국립현대

어린이미술관 등에서 문화로 소통하기 위

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올해는 대전 대

구 부산 등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타

지역 젊은 작가들의 생활과 작업에 대해

듣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V파티는 타지역 젊

은 작가들과 만나 함께 소통하기 위해 연

말 파티와 전시를 겸해 시작된 행사로 해

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광주의 젊은 작가 60여

명과 지역 작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주

대전 대구 부산 지역 작가 20명 등 모두

88명이 참여해 모두 180여 점의 작품을 보

여준다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전시뿐만 아니

라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열린다

5일 오후 4시30분부터는 광주신세계갤

러리 앞 컬처스퀘어에서 특별 공연이 진행

된다 힙합그룹 NOP 클래식 퓨전그룹

이모르떼 사운즈 BBoy 애시드 브레

이커즈가 음악과 춤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그리고 관람객을 만난다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는 V파티의 하

이라이트인 경매가 진행된다 이번 경매에

는 참여작가의 작품 20여 점과 함께 강운

김해성 이이남 등 지역 유명 작가들이 젊

은 예술가들의 행사를 위해 기증한 작품

이 함께 출품된다 경매 작품은 5호 이하

소품에서 100호 대작까지 경매 시작가도

3000원부터 30만 원까지 다양하다

전시 기간 중 매주 주말은 작가가 직접

초상화를 그려주는 드로잉파티(7 14

21 25일 오후 35시) 미술을 쉽고 재미

있게 접할 수 있는 어린이 미술수업 키즈

아트클래스(6 13 20 27일 오전 11시) 나

만의배지를담아갈수 있는 배지만들기

(6 7 13 14 20 21 25일 오후 35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19일 오후 4시30분에는 광주신세

계 백화점 9층 다목적 홀에서 미술평론가

반이정씨가 예술가로 살아가기를 주제

로 진행하는 강연회가 열린다 강연회에

이어 APGV 멤버들과 조인호 광주비

엔날레정책실장 김희랑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가 참여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APGV멤버인 서영기씨는 서로의

작업과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시작

한 일이 해를거듭할수록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사람이 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다며 내년에는장동에 V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 이 안에서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

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v파티에오세요

지역젊은작가들의모임인 아트프로젝트그룹V가지난 2010년부터열고있는V파티는전시경매공연 퍼포먼스 시민참여이

벤트가어우러진이색문화파티다 광주신세계갤러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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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프로젝트그룹 V

4일연말광주신세계갤러리서

작품전시경매반이정씨강연

공연초상화그려주기등행사도

이인성작 AgitS 광주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사진>씨가 이탈리아 베네치아

에서 열리는 2015베니스비엔날레 특

별전에 초청받았다

이씨가 초대 받은 특별전은 그동안

개인적인 구축물(Personal Struc�

tures)을 주제로 팔라조 벰보에서 개최

돼 오고 있다 내년에는 5월9일부터 11

월22일까지 진행될예정이다

개인전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특별전

에는 그동안 김아타(2009) 이우환서

수경(세오)(2011) 등이 초대 받았으며

지난해 장흥 출신의 한지 조형 작가 서

정민이 같은 공간에서 아르눌프 라이

너 로렌스 와이너 미켈란젤로 피스톨

레토 아니쉬 카푸어 등 현대미술 거장

들과 함께 나란히 작품을 전시해 세계

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별전 참여 작가는 주최측이 신청작

가들의 포트폴리오심사를 통해 선정한

다 주최측은 이이남 작가의 작품은

전시주제와 잘 어울리며 현대미술의

흐름을잘반영하고 있다고평가했다

이씨는 내년에 동양의 회화를 서구

무대에서디지털로 재해석한 작품을 보

여주고 싶다며 한국은 물론 아시아

의 철학과 예술적 가치를 서구 미술계

에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베니스 비엔날레(la Biennale di

Venezia)는 1895년 처음 시작됐으며홀

수 해 6월초에서 11월말까지본전시 아

르세날레(Arsenale)와 국가관별 전시 자

르니디(Giardini)를 중심으로개최된다

이씨는거장들의 명화에디지털기술

을 입혀 재해석한 작품으로 세계 유수

미술관과 아트페어의 러브콜을 받고 있

는 작가다 지난 9월에는 미국 뉴욕

UN본부 로비에서 백남준이이남 2인

전코리안 미디어 아티스트를 주제로

고(故)백남준과 2인 전을 열기도 했다

담양 출신인 이씨는 조선대 미술대학

에서 조소를 전공했으며 연세대 영상대

학원 영상예술학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베니스비엔날레갑니다

미디어아티스트이이남

2015 특별전초청받아

광주문화재단은 4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

층공연장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목요상설무대에서 성진희

<사진>가야금병창 열두줄에얹은심청소리를 선보인다

성진희씨는 이날 공연에서심청가 주요대목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선보인다단가 백발가로목을푼뒤심봉사

가딸을잃고탄식하는 대목으로 시작해황성길을 올라가다

매나리재로 소리하는 대목까지느린 진양조로 시작해 중모

리로 전반부를 마친다 후반부에는뺑덕이를잃고탄식하는

대목에서부터옥수정에서방아타령하는 대목까지 연주한다

고수는 김동현 광주교대교수가맡고 광주시립국극단이

현희씨가장구춤을 선보인다

성진희씨는 원광대학교국악과를졸업하고 중요무형문화

재 제23호 가야금병창및산조 예능보유자인 강정렬선생에

게 가야금병창을 명창이일주방성춘선생에게 판소리를 사

사 받았다 무료공연 문의 062670794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단이 한자리에 모여송년공연을

펼친다 전남도립국악단과 국립남도국악단 진도군립민속예

술단 3개 단체는 오는 9일 오후 7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송년공연 남도풍류의멋을 선보인다

첫무대는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예술감독심상남)

이장식한다태평소의 시원한 음색과 함께 관악기와 현악기의

어울림을느껴볼수 있는 기악합주 태평소와 관현악을비롯

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노래한민요 사철가 등을 선보인다

진도군립민속예술단(예술감독 김오현)은 양손에 북채를

들고 다양한장단과 춤사위로흥을돋는 진도북놀이와 산 자

와죽은 자를 위한 진도씻김굿을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 무대는 전남도립국악단(상임지휘자 박승희)이 조

선시대 양반가의 서자로태어나 이상향인 율도국을건설해

민초의 영웅이 된 홍길동의 이야기를 담은 창극 홍길동전

하이라이트를 선보인다 전석초대 문의 061280583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성진희가야금병창 열두줄에얹은심청

오늘빛고을아트스페이스

도립국악단남도국악단진도군립민속예술단

9일 목포서 남도풍류의멋 송년공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