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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광주박물관은 어린이날에 신나는

박물관 여행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통놀이(도롱테

팽이 제기 등) 체험 솜사탕팝콘 나눠주

기 풍선아트 마술공연 애니메이션 상영

(돌아온라바)등행사를진행한다또청소

년과 초등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화수요

일에 1318 박물관을클릭하다 청소년박

물관 꿈길 박물관은 내 친구 교육 프로

그램을 진행한다 전시관에서는 조선 청

화푸른빛에물들다전과 비단의고장광

주신창동을만날수있다 문의 062570

7000

광주시립미술관도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함께하는미술관 234 음악회와풍

선만들기및페이스페인팅을즐길수있는

미술관상상여행프로그램을준비했다 상

록전시관에서는 도자 체험과 염색체험을

할 수 있다 미술관에서는 2015민주인권

평화전아빠의청춘전과 배병우섬과숲

사이 빛으로 만나는 예쁜 세상전 등을

관람할수있다 0626137100

광주롯데갤러리는 5월15일까지프랑스

동화캐릭터를선보이는 가스파드와리사

의 러블리데이전을 연다 가스파드 & 리

사는 상상 속 동물로 아동도서 작가인 안

느 구트망과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게오르그 할렌스레벤 부부가 만든 캐릭터

다 따뜻한 색채와 독특한 유화기법으로

표현된것이특징이다

전시에서는 가스파드&리사의다양한

에피소드가담긴삽화40여점이소개된다

삽화 속 가스파드와 리사는 에펠탑 루브

르 등 파리 곳곳을 여행하거나 살뜰하게

청소와 요리를 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등

도시속소소한일상을관람객과함께공유

한다 0622211807

광주전남 사립미술관들도 뮤지엄페스

티벌기간에맞춰학생들을위한다양한문

화행사를준비하고있다

나랏말싸미 아름다운 우리 한글전이

열리고 있는 무등현대미술관은 5월131

일 매주토요일오후 25시 감 감 감 아

트 LAP! 명화 속 신기한 수학 세상 행

사를진행한다 이프로그램은전문가들의

현장 에피소드를 듣고 교과서 속에서 만

날 수 있는 세계의 명화 작품을 감상하면

서미술관의꽃인큐레이터에대해알아보

는교육이다 0622236677

우제길미술관은 5월131일 평일 오전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인 추상의 묘미를

운영한다 추상미술에 대해 알아보고 색

의표현과의미에대해학습하는프로그램

이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추상회화를

제작하면서창의성 발견하고미적 감각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사전 예약 062224

6601

국윤미술관은 5월 916일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중등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

로 호정 부조에 그리다 전시연계 교육프

로그램인 가족마음을 빚다를 운영한다

박광구작가의표현기법을지점토와아크

릴물감을활용해표현해보는교육이다 학

생들에게 조소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족

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됐다

0622327335

남종화의대가의재허백련선생을배우

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가 5월930

일매주토요일의재미술관에서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의재 허백련 역할극 놀이

다 의재 선생이 남긴 예술세계 중에서 특

히널리인간을사랑하고자했던마음에대

해함께생각해보게된다 0622223040

화순 다산미술관은 5월231일 매주

토일요일오후 24시 나비의사랑 행사

를 진행한다 한지를 사용해 꽃과 나비를

만들어선물할수있는꽃바구니를완성하

는 놀이형 체험학습이다 황선화 회화전

과연계해함께열린다 0613713443

자연을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을 감상하

고 작가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5월

131일매주금토요일오전1012시대

담미술관에서 열린다 대담미술관 레지던

시작가로선정된진시영작가등이참여해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또 나만

의 소장품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0613810082

도화헌미술관은 매주 토일요일 오후 1

시30분부터오후 3시까지 Media빛을그

리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LED조명을

이용해이미지나도형을그려보고빛이주

는 다양한 느낌과 차이를 체험해본다

0618321333

화순 소소미술관에서는 여행지의 추억

을스케치해보는 눈으로마음으로그리는

여행이야기가 매주토요일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진행된다 0613751995

이 밖에도 영암 아천미술관(061472

9220)에서는정크아트를체험하는 잡동사

니들의반란이매주수목요일열리고잠

월미술관(07088726718)에서는 자연풍

경을 그리고 감사의 편지를 쓰는 타임머

신타고날아온서신프로그램이매주토요

일진행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전통놀이도자 체험음악회

프랑스 가스파드 & 리사전

허백련역할극소장품만들기

한달간 뮤지엄페스티벌도

광주극장은매달한차례한다양한전공분야에서활동중

인 7인이추천한영화상영후그에얽힌이야기를들어보는

시간을마련한다

한편의영화에담긴역사적 문화적이슈를탐구하고미학

적 심리학적 분석 등 영화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함께 나누

는시간이다

첫번째시간으로오는30일오후 7시영화 내일을위한시

간상영후유재홍전남대불문과교수의토크가진행된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두차례 수상한 다르덴 형제의 작

품 내일을위한시간은복직을앞둔한여성이일자리를되

찾기 위해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회사 동료들은

투표를통해그녀와일하는대신보너스를선택한다 하지만

투표가공정하지않았다는사실이밝혀지고 그녀는주말동

안 16명의동료를찾아가설득해야할상황에처한다

올 아카데미 영화상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던 주연배

우마리옹꼬띠아르는최고의연기를보여준다 cafenaver

comcinemagwangju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은 올 다섯

번째 목요상설공연으로 오

는 30일 오후 7시 30분 빛고

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

장에서 색소포니스트 박수

용(박수용 재즈오케스트라

단장사진)의 Jazz S�

tory를선보인다

박수용씨는 이번 공연에

서 오버더레인보우 서머

타임 루트 66 등다양한재

즈곡을 한국인의 취향에 맞

게편곡하여연주한다

박수용씨는 현재 호남신

학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9년 동안 뉴욕에서

활동한 실력파 미국캐나다네덜란드 등 유학파로 구성된

정통재즈그룹 박수용재즈오케스트라를창단했다

이날공연에는박씨와함께색소폰플루트를연주하는황

태룡 드럼 원익준 재즈 피아노 박세희 더블베이스 김하성

씨가 단원으로 출연한다 보컬에는 최혜진(세종대학교 융합

예술대학원뮤직퍼포먼스석사)씨가객원싱어로함께한다

입장료는전석 1만원 8세이상관람가 문의 062670794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월 황금방학엔 문화 놀이터로

5월 114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봄

관광 주간이다 관광 주간에 맞춰 광주전남

지역 학교가 단기방학에 들어간다 날짜는 학

교장의 재량에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학

교가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5월5일 어린이날

등샌드위치 휴일을활용해단기 방학에들어

간다 광주에서만모두 314개(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 중 262개 학교가 단기방학

을한다 단기방학과 5월가정의달을맞아광

주전남 지역 미술관 등 문화기관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사립

미술관협회소속미술관이참여하는 2015 뮤

지엄페스티벌(5월131일)이 함께열려더욱

풍성한문화를만날수있다

지역 미술관 등 문화기관

단기방학 기간 행사 다채

안느구트망&게오르그할렌스레벤작 Extra

cafe

시네마스토리

재즈스토리
광주문화재단 30일 박수용색소폰공연

광주극장 30일 내일을 위한시간 상영

유재홍전남대불문과교수토크진행

무등현대미술관 자연과함께하는에꼴라주 담양대담미술관 아트타일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