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7월 10일 금요일제20031호��
문 화

광주시 동구 남동 인쇄 골목 한 건물에 자

리한 오월 공간 메이홀(MayHall관장 임

의진)이 문을 연 것은 지난 2012년 8월이다

메이홀은 광주정신으로 빚은 최초의 시민자

생 예술공간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따뜻한 모임 회원

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광주에서

지자체의 지원 없이 문화공간을 운영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우려

도 있었다 기우였다 메이홀은 지난 3년 동안

시민자생 예술공간의 성공사례로 전국적으

로 알려졌다 임옥상 홍성담 등 국내를 대표

하는 민중미술작가와 만화가 박재동 등이 오

월이면 메이홀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또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갔다

개관 3주년을 앞둔 메이홀이 10일 2관 이

매진(Imagine)을 오픈한다 메이홀에서 광

주정신을 바탕으로 만남을 이어가던 2030

대 오월 청년 20여 명이 주축이돼 만든 이매

진은 메이홀과는 걸어서 23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앞 건물 4층에 자리

를 잡았다 132(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들

어서면 기다란 나무 탁자가 놓인 아기자기한

주방이 나오고 옆으로 난 작은 문을 지나면

넓은 나무마루 공간이 펼쳐진다 나무마루 공

간에는 부처와 예수의 얼굴을 겹친 한희원 작

가의 작품이 인상적으로 걸려 있었다

이매진에서 내다보는 풍경에 한참 매료됐

다 큼지막하게 낸 창문 너머로 저 멀리 무등

산이 들어오고 앞으로는 어린이문화원 옥상

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두 풍경 사이에는 젊

음의 거리 금남로를 걷는 청년들의 모습이 그

려진다

이매진은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청년들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십시일반으로 정성

을 보태 만든 공간이다 인테리어도 임의진

관장과 청년들의 손을 직접 거쳐 완성됐다

그래서인지 무엇보다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젊음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매진이 만들어

진 이유도 청년들이 자유롭게 즐기고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생각 때

문이다 그게 광주의 청춘들이어도 괜찮고

지나가는 여행자여도 좋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이매진 정신

속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고 그들이 주

인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임 관

장과 청년들의 바람이다

임 관장은 문화예술은 자본에 의존하고

종속되면결국은 돈의노예가 되어죽고 만

다며 우리 스스로조금씩정성을 보태고 나

누면서 만들어가는 공간이 메이홀과 이매

진이라고설명했다

고등학생 때부터메이홀과 인연을맺은김

시은(여20)씨는 누구나 모여 이야기를 나

누고 노래도 부르면서 즐길수 있는 그런자

유로운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이홀이 전시와 모임 전용 공간이라면 2

관 이매진은 요리와 파티 광주와 아시아의

정신사적 가치를 논의하는 자유로운 담론이

펼쳐지는 장이다

이매진에서는 임 관장과 강스엘씨가 518

기념교회 오월 성서연구반을 운영한다 말

씀 묵상 영적 독서 퀘이커 소풍 등 주차별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정기적으로 요리반인 먹고도 운영된다

조선대 와인 강사 김보라씨가 와인 강좌를

요리사였던 이매진 간사조경현씨가 요리를

동티모르피스커피를 개척한 양동화씨가커

피강좌를 열게 된다

기도하고는 요가반이다 인도의 정통요

가를 배우면서 명상하고 또 자기 마음을 다

스리는 방법을배우게 된다 인도에서 태어나

귀화한 전 원광대 강사 바수무쿨씨와 가수

이효리의 요가선생님으로 알려진 박은순씨

518 기념교회강스엘부목사가 참여한다

영화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사랑하라는

시네마 월드뮤직 스쿨이다 월드뮤직 전문가

인 임 관장과 광주극장김형수 이사 음향전

문가인 박건구씨가 함께한다 영화를 보고

이야기하고 또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에게 대

해 생각해보게 된다 또 이매진에는 작은 녹

음실이갖춰져있어 음반도녹음할 수 있다

처음 메이홀 문을 열면서꿈꿨던 것에 하

나가온기가 사라져버린 공간들을살리고싶

다는 것이었어요 메이홀이 지난 3년 동안 그

런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 이매진은 보다 젊

어진 공간으로 광주 도심에온기를불어넣는

일을 할겁니다 누구나 주인이 되는 공간언

제나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 시민들을

만나게 되는 이매진입니다

이매진 오픈 기념파티는 10일 오후 7시다

문의 01026338904 01041328160

글사진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민자생문화공간

메이홀 2관 이매진

오월 청년들손으로개관

시민자생예술공간 메이홀 2관인이매진을함께꾸려가는임의진관장과김시은강스엘 조경현씨(사진왼쪽부터)가이매진에서이야기

를나누고있다위는요가프로그램과토론등이진행될공간

서양화가 정희남 광주교대 교수의 개인전이 오는 26일

까지 서울시의회본관 중앙홀에서 열린다

정 교수는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인 붓 터치 두터운 마

티에르효과 등을 바탕으로 개성넘치는 표현주의 화풍을

선보여온작가다

이번 전시에서는 바람을 주제로 담은 풍경화들을 선

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 위에 그림을 입힌 콜

라보레이션작품들을 만날수 있다

작품에 담긴바람길 하늘 들꽃등은 작가의 고향마을

에서 친숙하게볼 수 있는 사물과 풍경들로 정 교수의 창

작 활동에 영감을 준 것들이다 들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떨어진꽃잎이 휘날리는 풍경 날리는 눈발과 함께

푸른대나무잎사귀가춤을추는 장면에서는 바람이 느껴

진다 잡아둘 수 없지만 끊임없이 떠났다가 다시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바람이 담긴것이다

자연과 우리의 마음속에서끊임없이순환하는 바람이

야말로 생명을 자라게 하는 모티브다라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

학과에서석사를 마친 정교수는멕시코문화교류전 등 다

수의 전시회에 참여했으며 1996년 월간미술세계 전국올

해의 작가상 2010년 문화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237021356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문화전당인근 40평 규모

누구나주인되는공간으로

시네마월드뮤직스쿨

요리요가프로그램등

광주도심에온기지필것

바람이분다

흔들리는들풀날리는눈발천개의바람

서양화가정희남교수개인전26일까지서울시의회중앙홀

광주국악협회(회장 최상진)가 주최하는 2015동서 국악의향연이 13

일 오후 7시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행사가 열린다

대구국악협회(지회장 이보현)와 공동 진행하는 행사로 지난 6월 대구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공연된 바 있다

첫 무대는 광주국악협회가 선보이는 북의 향연 아시아의 역동<사

진>이 장식한다 이어 대구국악협회 회원들이 태평가 대구팔공 아리

랑 등을 들려주며김경애(대구국악협회)씨가 이생강류대금산조를선

사한다

또새로운꿈을 위한 사물놀이 신모듬가 공연되며대구국악협회 회

원들은 상주모심기노래 상주아리랑 등 남도 민요와흥겨운 날뫼북

춤을 선사한다 이번 광주 공연에서는 이연정 하나무용단의 손북춤

도 공연된다 마지막 무대는 2015광주U대회성공염원 퓨전 난타와 대

동 한마당이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국악으로하나된영호남

13일빛고을문화관 동서 국악의향연

김수옥윤윤덕 작가가 오는 12일까지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

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등에서 꿈꾸는 동山이몽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무등산을 거닐고 관찰하고 느끼고 사유하고 토론했던 결과물

들이 전시된다

김 작가는 조선후기 무등산도의 이미지를 빌려 장지에 채색하는 기

법으로 무등산을 담았다 색을 여러번중첩시켜우려내는 기법으로 표

현한 무등산 풍경이 진경산수의 느낌으로 다가온다 윤작가는 시민들

에게 친숙한 무등산을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간결한 화면 구성과

색채 그리고 수묵손글씨등설치작업을통해무등산의 서정을 보여

준다 문의 062575888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제23기 시민예술대학이

오는 15일부터 9월 17일(매주 수목요일 오후 3

시5시)까지 광주예총 회관(옛 서구청) 강당에

서 열린다

개강강의는 연극배우 최종원씨가맡았으며여

행(도용복) 미술(박정용주라령) 무용(김미숙)

문학(조수웅최한선) 사진(오상조) 국악(김광

복)철학(정인순) 등 다양한 분야의강의가 진행된다 또 박양우 광주비

엔날레 대표이사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박혜자 의원 등도 문화와 법

률정치에 대해강의한다

문화답사 영화 감상 등도 진행되며정용주(가수)송태왕김은경(성

악) 공병철(웃음 치료) 이수홍(마술) 나수경(밸리댄스 스포츠 댄스)

씨의 공연도 열린다 원서 교부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문의 062

5289207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예총시민예술대학 15일 개강

김수옥작 인지지락(仁智之樂)

김수옥윤윤덕 무등에서 전시회

12일까지광주남도향토음식박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