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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광주U대회응원한다

지구촌대학생들의스포츠축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가오는 7월 3일개막한다

창조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는 170

개국에서 사상 최대 인원인 1만 400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광주U대회는 예향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문화 행사가 어우러지는 컬처

버시아드(Cultureversiade)로꾸려진다

조직위는전야제 유니버시아드파크 국제

대학스포츠연맹(FISU) 갈라 선수촌문화행

사 경기장별 문화행사 청년페스티벌 등 다

양한행사를준비중이다

대형이벤트의성공에는광주시민들의참

여가 절대적이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

회 D30을 맞아 성공 개최를염원하는대규

모문화행사가열린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조직위

원회는오는 6월 3일오후 6시40분국립아시

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2015 광

주하계유니버시아드개최 성공 기원 시민 한

마당음악회를개최한다

열정 꿈 화합을주제로열리는이번공

연은 식전 행사인 치어리더 공연과 대북

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광주U대회

공동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왕식 전국무총리의 개회사와

축사가진행된다

본행사인 축하 공

연은오후 7시부터시작된다 공연의 서막은

1998년 창단한 퓨전 국악그룹 도드리의 흥

겨운국악공연이장식한다

이어 맥도날드 광고방송 TV 예능 스타

킹 등에출연한 5인조아카펠라그룹다이아

(DIA)와 트럼펫 드럼 튜바 트럼본 호른

등 5가지악기로구성된남녀혼성관악퍼포

먼스팀 브람스통이무대에오른다

또광주여대무용과박선욱교수가이끄는

박선욱돋움무용단이공연하며테너김백호

씨등이아름다운노래를들려준다

유명가수들의무대도이어진다

6인조 걸그룹 달샤벳이 공연한다 지난

2011년앨범 슈파두파디바로데뷔한달샤

벳은 블링블링 반짝반짝 나를 잊지 마

요 등을히트시켰다

2인조 그룹 노라조도 광주팬들을 만난다

조빈 이혁으로 구성된 노라조는 슈퍼맨

니 팔자야 해피송 등 흥겨운노래로관객

들을사로잡는다

행사의 마지막은 불꽃 멀티미디어쇼가 진

행된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오후 3시부

터 6시30분까지는 레트카펫 포토존을

운영한다 사진촬영후대회성공기

원메시지를담아U대회홈페지에

응모하면 푸짐한 상품을 증정

한다

김미은기자mekim@

6월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앞 518 광장

퓨전국악아카펠라남녀 혼성관악퍼포먼스

노라조걸그룹달샤벳등인기가수공연도

젊은 소리꾼 윤해돋누리씨가 광주시

서구가 주최하는 빛고을국악전수관 목

요열린국악 한마당 무대에 선다 28일

오후 7시전수관공연장

청이 이야기라는 주제로 공연하는

윤 씨는 이번 무대에서 강산제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가 첫 대목부터 심청이

인당수에빠지는대목까지를들려준다

윤씨가 선보이는 강산제 소리는 서편

제의애잔함과동편제의웅장함을적절

히 섞어 만든 소리로 계면조의슬픔 감

정을담은우아하고기품있는소리다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전남도립

국악단원으로 활동했던 윤씨는 임방울

국악대전 판소리 일반부 대상을 수상했

으며 현재 광주예고 전공실기 지도교사

로활동중이다

고수는 강형수(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원)씨와 김동근(전남도립국악단 상임단

원)씨가 맡았다 무료 관람 문의 062

3504557 김미은기자mekim@

소리꾼윤해돋누리 청이 이야기

빛고을국악전수관내일목요열린무대 전남대 BK21 플러스 지역어기반 사

업단(단장 신해진국어국문과 교수)이

2015년전국학술대회를개최한다

29일오후 1시인문대 1호관(113호학

술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

국 지역어문학 연구의 현장과 지평을

주제로진행된다

임환모(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장)

교수의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학술대회

는 기조발표와 5개의 발표가 이어진다

기조발표에서는 이기갑 목포대 교수가

국어 방언 연구의 새 지평방언 담화

론을발표한다

뒤이어 면앙정가의 장소성과 그 의

미 응시의 세 가지 시선과 사유하는

몸518 소설에 나타난 몸의 윤리학

한국의다문화시대와해항도시인천문

화의종교성과신화성등지역과관련된

언어와장소성등깊이있는연구와토론

이이어진다 박성천기자skypark@

전남대 BK21 플러스지역어기반 29일 학술대회

다양한 타악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무대가마련된다

HAMCO 타악기앙상블팀이 29일 오후 7

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공연을 갖

는다

광주시립교향악단 타악 주자 이현동씨를

중심으로 강승룡 김기수씨가 함께 구성한

HAMCO는 happy music cooperation의

약자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3명의 연주자를 위한

탬버린 연주곡을 통해 우리가 흔히 접하는

탬버린의 다양한 연주 테크닉을 만날 수 있

다 또 20세기현대음악을대표하는존케이

지의 Second Construction 미니멀 음악

을 추구한 스티브 라이히의 clapping

music를들려준다

그밖에책상에앉아 3명의연주자가손동

작으로 연주를 하는 작품 등도 선보인다 티

켓가격전석 1만원 문의 01028060114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打打打두드림의매력속으로

HAMCO 타악기앙상블 29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오는 6월

5일까지 공연 제작 지원 사업의 참가

자를모집한다

대중음악 브랜드 공연과 라이브 뱅크

등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며 콘서트 페

스티벌 쇼케이스 기획공연 프로젝트

공연 투어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들을

대상으로지원할예정이다

대중음악브랜드공연은광주소재대

중음악관련 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200석 이상 중대형 사이즈 공연의 제작

비 중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라

이브 뱅크는 광주 및 국내 신진 뮤지션

을 대상으로 2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

의공연제작비중최대 100만원을지원

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한 달

에 한번 지속적으로 모집이 진행된다

문의 0626543625 김경인기자 kki@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연 제작지원 참가자모집

달샤벳 노라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