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부터 12일까지금남로일원에서는

괜찮은 청년들 7월 광주로 가자!라는

슬로건으로 2015 세계청년축제가 열

린다

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간에 맞춰 진행

될이번축제는여러분야에서활동하는

청년들이모여축제를직접구상하고실

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축제와 차별성을

보인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희망과미래를이야기할수있는다양한

기획들을준비했다

2015 세계청년축제모든 것이

허락되며 모든것이가능하다는것을

컨셉으로 청년들이 직접 준비한 2015세

계청년축제는 ▲흥분해도 괜찮아(공연

행사) ▲막놀아도 괜찮아(전시체험행

사) ▲돈없어도 괜찮아(청년마켓) ▲말

걸어도괜찮아(강연행사)▲지쳤어도괜

찮아(캠핑해변) 등 5개 섹션으로 구성

됐다

무등1등 없는 콘서트를 주제로 열

리는 흥분해도괜찮아(5일오후 7시)는

가수 윤종신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준영

밴드 김예림 존박 장미여관등이무대

에선다광주대구부산지역청년뮤지

션 150개팀이모두100시간동안펼치는

미니콘서트도만날수있다

다양한분야의연사들이함께모여서

로의 인생 터닝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강

연행사에는 영화 청년으로 알려진 김

동호 초대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을비

롯해 이수영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대표

이사 구글팀장 김태원 등이 참여해 청

년이청년에게를주제로솔직한이야기

를펼친다 캠핑존은 7월 4일과 11일 토

요일밤각각두번개장하며 사연접수

를 통한 보이는 라디오 어쿠스틱 밴드

의버스킹연주 무료맥주파티 영화상

영등으로꾸며진다 12일세계청년축제

의 피날레 공연은 가수 싸이가 장식한

다

광주물총축제오는 11일에는 금

남로에서 지역 청년들이 기획하는 시민

주도형축제인 2015 광주물총축제가열

린다 물총싸움 물총패션 퍼레이드 등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U대회 관광객들

에게색다른피서를선사한다

미디어아트페스티벌지난 1일부

터 빛의 대화(The Dialogue of

Light)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2015미디

어아트페스티벌이 광주의 밤을 수놓고

있다

특히 유니버시아드파크 무궁화동산

에서 오는 14일(오후 89시)까지 열리

는 미디어캔버스에서는 대형스크린(15

×10m)을 통해 광주 출신의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와 영국의

세미컨덕터(Semiconductor)를 비롯해

권수진나명규류호열박상혁백정

기신도원양민하양소영이광기진

시영씨 등의 영상작품을 감상할 수 있

다

광주 피크닉 뮤직 페스티벌오는

8일부터 13일까지상무시민공원일원에

서는깊어가는여름밤을수놓을음악축

제 광주 피크닉 뮤직 페스티벌이 예정

돼있다

울랄라세션김보경 김필등Mnet슈

퍼스타K6의 주역들이 참여하는 슈퍼

스타K 콘서트가 8일 오후 8시 행사의

포문을 열고 9일 오후 6시에는 샤이니

의 Key와씨엔블루의 이정신의사회로

진행되는 Mnet M카운트다운이 생방

송으로진행된다

소울로지 어나더시즌 KON&집시

카라반 윈터플레이 등이 출연하는 한

여름 밤의 블루스&재즈 콘서트(10일)

무대가 마련돼 있고 매드클라운 바스

코언프리티랩스타멤버들의힙합공연

인 Mnet 힙합 레볼루션(11일)도 준비

돼 있다 피크닉 록 페스티벌이 13일에

축제의대미를장식한다

이밖에 웰컴 게이트 월드 피크닉 푸

드존 피크닉 미디어아트 등 상설 프로

그램과 피크닉 아트 플리마켓(벼룩시

장) 피크닉버스킹콘서트등주말프로

그램도마련돼있다

광주판타지4뮤직페스티벌광주

U대회가폐막한뒤에도광주의축제열

기는계속이어진다 24일부터 8월9일까

지 서구 상무조각공원 인근에서 열리는

2015 광주판타지4 뮤직페스티벌(이하

판타지4광주)에는 국내는 물론 세계 정

상급DJ와랩퍼들이참여할예정이다

이 행사는 대형 에어돔 복합 DJ공연

장존 DJ 뮤직페스티벌 푸드&치맥

페스티벌 DJ POOL 파티 수영장 등

행사로꾸며진다

국내외정상급 DJ공연과 360도영상

미디어아트 쇼가 펼쳐지는 에어돔 DJ

공연장이판타지4광주의하이라이트다

금토요일 야간에 열리는 DJ POOL

파티 ONE SUMMER NIGHT는 맥

주와 DJ쇼 등이 어우러진 파티다

POOL 파티 수영장은주간에는호텔식

가족수영장으로운영된다

DJ Herbie DJ Davi DJ Heather

Jei DJ 쿨K DJ maximite DJ 춘자

DJ Ferry DJ Iden DJ KOO DJ

Davi 등국내외화려한 DJ들이출연할

예정이다 또 키즈나 등 클럽 댄스팀의

퍼포먼스와바스코등랩퍼들의랩공연

레이져몬스터등의화려한레이져퍼포

먼스가축제열기를끌어올릴계획이다

특별취재단김경인기자 kki@

청춘아 모여라! 싸이랑말춤추게

3일광주시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에서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단원

의 막을 올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에는 한국과

광주의독창적인문화를만날수있는다채로운문화행사들이기다리고있

다 선수단과 시민들을 위해 유니버시아드파크와 염주종합체육관 등에서

열리는상설공연과함께젊음을느낄수있는다양한축제가광주전역에서

개최된다젊음이어우러진전세계대학생들의국제스포츠대회기간에열

리는청년축제 KPOP공연 가족축제 물놀이축제 피크닉축제 DJ행

사등문화행사와축제를소개한다

U대회기간축제전시공연문화행사다채

� 2015년 7월 4일 토요일

광주U대회기간주요문화예술행사

전시체험

행사명 시기 장소 행사내용

숲속동물과나무전 816일까지 시립미술관 동물과나무관련작품감상및체험전

원로작가초대 이창주 89일까지 시립미술관 원로작가작품 80여점전시

헬로우아트전 816일까지 시립미술관 쉽고재미있는현대미술전

미디어아트쇼 14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14개미디어작품전시페스티벌개최

미디어캔버스 14일까지 무궁화동산 12작품전시 3D 프로젝션맵핑

Art of U Festival 14일까지 경기장주변 대동농악놀이퓨전타악투호등민속놀이

광주국제현대미술전 15일까지 비엔날레 광주정체성홍보하는500여점전시

광주여름김치Festival 14일까지
금남로일원

광주김치타운
외국인맞춤형김치담그기전시행사

대인예술야시장 1011일 대인시장 예술가상인시민참여문화예술프로그램

광주물총축제 11일 금남로일원 인디밴드거리공연물총패션퍼레이드

청소년어울림마당(동구) 11일 조선대학교 청소년체험부스동아리공연가요제

청소년어울림마당(남구) 11일 푸른길공원 체험부스 청소년공연

2015 세계청년축제 412일 금남로 청년미래상캠프청춘응원단청년바람축제

행사명 시기 장소 행사내용

제2회 14색페스티벌 11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12개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공연

찾아가는아리랑

예술단공연
15일까지

선수촌

유니버시아드파크
18개문화나무예술단체의거리공연

궁동예술극장상설공연 12일까지 궁동예술극장 연극 나무는서서죽는다공연

문화예술동아리공연 14일까지 유니버시아드파크 41개문화예술동아리공연

U대회축하공연 67일 문예회관 광주내셔널필하모니오케스트라

U대회축하공연 7일 문예회관 화요예술무대(댄스컬흑과백)

광주관악페스티벌 11일 시청야외음악당 관악합동연주축제

천원의낭만공연 13일 문예회관 亞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스트링앙상블

사직국제포크음악제 11일 사직공원 포크음악초청공연창작경연대회

광주피크닉뮤직페스티벌 813일 상무시민공원 Rock KPOP 힙합

U대회축하음악제(시향) 4일 문예회관 기악및성악대중클래식및가곡

공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