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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예술시장 사업의 프로그

램 중 하나인 야(夜)시장은 지난

2010년 첫 선을 보인 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지역 예술인들이 제작한 아트 상품

과시민들이가지고나온물건들을만나고 시장상인

들이 만든 맛있는 먹을거리 각종 전시와 공연이 어

우러진유쾌한장터다

매월 한차례 열리던 야시장은 올해부터 두차례

씩확대운영중이다금토요일이틀간진행되는

야시장에는 200여개의 가판대가 들어서고 사람

들로 북적인다 이번 주말(2728일)에도 야시

장이열릴예정이다

최근 몇년 사이 다양한 형태의 장터들이 속

속생겨나고있다올해도유스퀘어문화관이

아트 마켓 운영을 시작하는 등 광주 구석구

석으로확대되고있는분위기다 집 가까운

장터에 한번쯤 들러 물건도 사고 공연도

관람하면좋을듯하다 체험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자

유스퀘어문화관은올해처음 아름다

운 예술시장을 시작한다 매월 마지막

주토요일(오전 10시30분오후 6시30

분) 유스퀘어 2층 유테라스에서 열

리며 비가 올 경우에는 유스퀘어문

화관1층영풍문고옆광장에서진행

한다

유스퀘어문화관은 지역에서 활

동하는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알리

고지역민과소통할수있는자리를마련해

주기위해이번행사를기획했다 작가 개성이담긴

제품을 직접 손으로 제작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판매자를 모집했으며 첫 행사에는 30여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양한부대행사도준비했다 One day 작업공방

에서는 염은경 작가(온누리 공방)의 금속 교실 내 손

으로뚝딱뚝딱팔찌만들기와 김승미작가(담아요도

자공방)의도자공예교실 하얀그릇에그림한폭도

자기핸드페인팅 등을운영한다 또웹툰작가주영휘

씨가캐리커쳐를그려주는행사도진행되며지역에서

활동하는 버스킹팀들의 공연도 열린다 문의 062

3608431

2013년 시작된 사람이 모이고 솜씨가 보태진 마켓

원당숲모태보태는올해도계속된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광주 수완지구 원당숲에서 열

리며주민커뮤니티인 원당숲이웃들 사회적기업등

이역할분담을해진행한다 행사는핸드메이드 홈메

이드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모태보태 마켓 아이들이

직접자기들의물건을사고파는어린이마켓 다양한

공연으로구성된원당숲음악회등으로진행된다 4월

행사는오는 4월 25일열릴예정이다 

올해는 운림동모태보태도 새롭게시작한다 매월

셋째주 일요일(오후 2시5시) 무등산 자락의 전통문

화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관과 컬쳐

네트워크가함께준비했다

다양한핸드메이드제품을판매할셀러를모집중이

며 특히 전통문화관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

전통공예품을판매하는부스도운영할예정이다

4월 19일열리는첫행사에는가족대상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운영하는 프프렌디가진행하는워크숍 광

주예고국악과학생들과버스킹팀의공연등이펼쳐진

다모태보태카페 cafenavercommotebote

(사)우리문화개발원이 진행하는 통통문화장터

와 함께하는 토요데이트도 눈길을 끈다 산수동

푸른길분수공원에서열리는장터는매월첫째 셋

째토요일에열리며특히셋째주토요일에는통통

음악회도함께열린다 문의 0626707423

도심사찰상무지구무각사에서열리는재활용

장터 보물섬은매주토요일시민들을만나고있

다

보물섬은 7년 전 광주지역 4대 종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등이주축이돼시작됐다지난해

에는 26회 열려 700만3474원을 유니세프에 기

부했다

매주토요일오전 9시까지보물섬접수창구

에서 신분증을 맡기면 누구든지 장터 판매자

가될수있다 장터는오전 9시부터오후 1시

까지운영된다 문의 062383010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트마켓서추억을담으세요

광주문화재단전통문화관은오는 28일오후 3시서석당에서열리는토요상설공연으로가

야금병창단현의노래(대표하선영)의 봄이오는소리를선보인다

이번공연은역동적인장단변화를통해사계절의아름다움을노래하는 신사철가를 시

작으로화창한봄날새들의울음소리와모양새를표현한남도민요 새타령이이어진다

또웅장한가야금병창의맛을느낄수있는협주곡과창작곡연주를들려준다 서정적이

고웅장한멋을느낄수있는춘향가중 사랑가를 12현과 25현가야금병창의합주로연주

한다바쁜일상속에진정한사랑을깨닫게된다는창작노래곡 그대가내님인가도 25현

가야금병창으로선보인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은 무료이고 누구나관람 가능

하다 오는 4월 4일 토요상설공연은풍물세상굿패마루 마당판놀음구정놀이 공연이펼쳐

진다 문의 062232159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통문화관 28일 가야금병창단 현의노래 무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오는

28일오후 4시교육관대강당에서 문화복

덕방 탱글을 초청해 클래식으로 만나는

톰과 제리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개최한

다

탱글은 이번 콘서트에서 애니메이션

톰과제리 상영과함께클로드아실드뷔

시의 어린이 세계 리로이 앤더슨의 춤

추는고양이등클래식 13곡을들려준다

사람과 사람들이 얽혀 서로 이어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화복덕방

탱글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말콘서트

공연 등 광주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

고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7세 이상

부터입장가능하며공연당일 300여명을

선착순으로 오후 3시40분까지 입장 마감

한다 문의 062570701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클래식 톰과 제리

광주박물관 28일 콘서트

문화복덕방탱글 초청

대인예술야시장월 2회 운영

유스퀘어문화관매달개장

원당숲모태보태운림동모태보태

우리문화개발원 토요데이트도

오는 27일 예술의 거리에서 문화 난장이 펼쳐진

다

예술의거리활성화사업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8

시까지예술의거리에마련된 4개예술마당에서 궁

동에온예술가공연 인물재현퍼포먼스 광주예

술창작퍼포먼스등프로그램을진행한다

궁동에온예술가공연은가수이용호의재즈보

컬공연빅맨싱어즈의성악공연일렉바이올린공

연 트럼펫재즈 공연 재즈밴드 공연 팝핀댄스 공

연 해금과대금공연등으로꾸며진다

광주예술창작퍼포먼스는 4개 마당에서 열리는

봄맞이 가야금병창 심봉사뺑덕어멈 퍼포먼스 클

래식기타 임방울쑥대머리퍼포먼스봄의태동전

통한춤퍼포먼스등으로구성됐다

광주의 역사인물을 마임으로 재현하는 만나 뵙

고 싶었습니다 인물재현 퍼포먼스에서는 허백련

과 정율성의 만남 선조에게 고문당하는 김덕령 장

군을 재현하며 명창 임방울의 쑥대머리를 옥에 갇

힌 춘향이와 함께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거리에서

진행한다

이 밖에도 예술의 거리 활성화 프로그램 중 하나

인 찬란한 광주문화예술잔치 나비야 궁동가자가

이날함께열린다문의 0622230137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예술의거리서 4色 문화난장

27일 공연퍼포먼스등

광주 곳곳 예술장터 개장

왼쪽부터 무각사

보물섬 수완지

구 원당숲 모태

보태

무각사 보물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