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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간

미디어기술의 화려한 빛이 광주를 수 놓

는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은 22

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7월1일부터

14일까지 2015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개

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빛

의 대화(The Dialogue of Light)를 주

제로 7월 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에서

개막식과 함께 문을 연다 빛고을시민문

화관 1층 전시 공간을 활용한 미디어아

트쇼와 월드컵경기장 인근 유니버시아드

파크에서 펼쳐지는 미디어캔버스로 크게

구성된다

국내외 26명의 작가가 작품을 출품해

미디어아트시티 광주를 국내외 관람객

및 선수단에게 알리게 된다

백종옥 예술감독은 빛으로 만들어지

는 미디어아트 작품과 작품 작품과 관객

이 서로 소통하고 감성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 1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지

역 음악단체인 그레이스앙상블의 공연

에 이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광주 출

신 퍼포먼스아티스트 김광철씨의 미디어

아트와 결합한 개막 퍼포먼스가 펼쳐진

다

세대선물이란 제목의 작품에는 김

광철 씨와 한 소년이 등장 영상 이미지

를 통해 소년에게 선물을 주는 퍼포먼스

선보인다

미디어아트쇼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다양한 미디어아티스트 14명

을 초청해 인터렉티브 설치미술 영상

작품들을 선보이는 실내전시다 7월 1일

부터 14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

시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작

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참여작가는 일본 요코하마시가 주최하

는 핸드메이드 애니메이션 그랑프리에

서 요코하마상을 수상한 오쿠다 마사키

를 비롯해 권승찬김다움민성홍박상

화심영철에브리웨어유비호이완이

주용최승준장지연하석준하이브 등

이다

오쿠다 마사키의 출품작은 A Gum

Boy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주인공인 초

등학생 쿠차오가 풍선껌을 불면서 그 안

에서 보게 되는 다양한 상상의 세계를 보

여준다

관객의 움직임이나 참여를 통해 다양

한 변화를 보이는 인터렉티브 아트로는

하석준씨와 아티스트그룹 하이브 최승

준씨 등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또 유니버시아드파크 무궁화동산에서

7월 314일 밤 89시 열리는 미디어캔

버스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선수

들과 시민들이 함께 감상할 수있도록대

형스크린(15×10m)을 설치한다 고성능

빔 프로젝터로 국내외 작가들의 12개 영

상작품을 상영한다

광주 출신의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와 영국의 세미컨덕터

(Semiconductor)을 비롯해 권수진나

명규류호열박상혁백정기신도원양

민하양소영이광기진시영씨 등이 출

품한다

한편 2015미디어아트페스티벌의 부대

행사로 9월중에 미디어아트포럼이 열린

다 서울부산전주이천 등 국내의 유

네스코 창의도시 전문가들을 초청 예술

과 기술 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 국내외의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문의 062670746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빛의 대화 광주는거대한미디어캔버스

오쿠다마사키작 A Gum Boy

이이남작 우리는어디로가는가

7월 114일 2015미디어아트페스티벌

빛고을시민문화관유니버시아드파크서개최

국내외 미디어아티스트 26명 참여

박찬욱 봉준호 홍상수 김기덕 류승

완

한국을 대표하는 다섯 감독의 작품을

만나는 감독본색전이 오는 2528일 광

주극장에서 열린다

자신만의 독특한 영화 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감독들의 대표작을 만나는 시

간이자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들

의 예전모습을 만날수있는 기회이기도

한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2009)는 흑백 버

전으로 개봉한다 남들보다 지능이 떨어

지는 아들이 여중생 살인범으로 몰려 경

찰에 잡혀가자 아들이 진범일 리 없다고

믿는엄마가 직접진범을찾아 나서며벌

어지는 스릴러물이다 김혜자원빈이 주

연을 맡았으며 진구와 그의 여자친구로

출연한 한공주의 천우희 모습도 볼 수

있다

김기덕 감독의 작품으로는 빈집

(2004)이 선정됐다 광고전단지를 붙여

놓은 후 오랜기간 전단지가 그대로남아

있는 집에 들어가 머무르는 남자와 폭력

적인 남편에게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여자가 만나 빈집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작품이다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으로 이승연과 재희가 출

연한다

영화 베테랑 개봉을 앞두고 있는 류

승완 감독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2008)를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

날것의 연기를 그대로 보여준 류승범

과배우로분한류승완 감독의 초창기모

습을볼수있다

열등감에찌든공고생 석환 성빈과 예

술고 학생들과의 패싸움을 시작으로

악몽 현대인 죽거나혹은 나쁘거나

등 4편의 작품이 이어진다

그밖에송강호신하균배두나가 주연

을 맡은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

(2001) 세상을떠난이은주의모습을 만

날 수 있는 홍상수 감독의 오! 수정

(2000)이 상영된다 티켓가격 6000원 시

간표 광주극장 홈페이지(cafenaver

comcinemagwangju)확인 문의 062

2245858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이주용작 Creative Home Living

광주극장

박찬욱

복수는나의것

감

봉준호

마더

김기덕

빈집

홍상수

오! 수정

류승완

죽거나혹은

독 본 색
한국대표다섯감독작품

2528일 관객들만난다

광주 광산구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

일까지 광산구립합창단 단원을모집한다

지난 2000년 창단된 광산구립합창단은

2011년 남녀혼성합창단으로 재창단해 매

년 정기연주회를 열고 국제교류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대상은 반주자와 남성단원으로 주민등

록상 주소지가 광산구에 2년 이상 등재되

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

면누구나응모할 수있다

실기 오디션 및 면접은 다음달 3일 광산

문예회관에서 진행되며 최종심사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gwangsangokr)를 참조하면 된

다 문의 0629608258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산구립합창단단원모집

29일7월 1일 접수

문예지 월간 문

학세계가 개최한

12회 문학세계문

학상 시조 부문 대

상에 김옥중(사진

71) 시인이 당선됐

다 당선작은 가

뭄

담양 출신 김 시

인은 79년 전남매일 신춘문예와 80년 시

조문학으로 등단 작품활동을 했다 지난

2007년우산중교장으로정년퇴임한 이후

에는 시조창작에만 전념하고있다

심사위원들은 김옥중의 시조는 수상

작 외에도 빈 그릇 우포늪 산작약

등 수상작에 필적하는 가작들이 많았다

가뭄은 3연으로 연갈이 한 3장 6구 12음

보의 정통 시조다 어머님의 촛불 밝히신

금강경 간경 소리가 눈에 보이는듯이른

바 소리와 그림이 한데 어우러진 공감각

이미지즘 시조의 탁월경에 이른 시조대

상의 행운을 거머쥔 걸작이라고 평한

다

김 시인은 시조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

로 민족의 정서와 얼이 깃든 장르인데 요

즘에는 지나치게 파격과 변격의 시조들이

범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통 시를

창작하고 지켜나가는데 매진할 생각이

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김 시인은 호남시조문학회 회장과

고문을 역임했으며 한국문화예술진흥위

원회 창작기금 3회를 수상한 바 있다 지

금까지 세숫대야 물속 풍경 돌감나무

금강초롱꽃 등 작품집을 펴냈다 시상식

은 오는 7월 4일(오후 1시) 서울시 성동구

청 대강당(3층)에서 열린다 문의 016

6145134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문학세계문학상시조대상

김옥중시인 가뭄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