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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롯데갤러리는 15일부터오는 30일까지 2015 창작

지원전 2부 작가로 정찬부씨를 초대해 전이되는 공기

(Into the nature)를주제로전시회를연다

창작지원전은광주전남지역출신이나지역을기반으

로활동하는작가들의전시를지원하기위해광주롯데갤

러리가 16년째진행하고있는전시다

정씨 작업의 주요 재료는 우리가 흔히 쓰고 버리는 플

라스틱 빨대다 형형색색의 빨대는 현대 소비사회의 특

징을보여주는소재다

작가는초창기플라스틱빨대로산세베리아도마뱀등

의동식물을조형화한 In the garden 시리즈를통해인

공과자연이라는이중성을보여줬다 2012년부터선보인

발아 연작에서는생명을싹틔우는씨앗을표현해왔다

정씨는이번전시에서새로운시리즈를선보인다 빨대

를 타원형 형태로 길게 세워 놓았다 작품 안에서 다양한

색을가진빨대가다양한시각적상상을가능하게해준다

전남대미술학과와중앙대대학원조소과를졸업한정

씨의다섯번째개인전으로그는부채표가송재단이후원

하는 가송예술상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문의 062221

18078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Come into bloom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북경창작센터 2016년

도제8기입주작가를모집한다

모집인원은4명이며모집공고일기준만55세이하광주

지역출신작가면지원이가능하다 지원서접수는 13일부

터 31일까지다 제8기입주작가로선정되면내년 1월부터

1년간중국북경창작센터에서입주해활동하게된다

북경창작센터는 지난 2009년 12월 중국 북경 환티에

예술구에문을열었으며그동안입주작가들은오픈스튜

디오와 결과발표전 외에도 북경 미술대학 교수 현지 언

론 평론가들에게 소개돼 다수의 기획전에 초대를 받았

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wwwart�

musegwangju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613

715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비운의화가 프리다칼로모딜리아니한국나들이
광주롯데갤러리창작지원전

1530일 정찬부씨개인전

광주시립미술관북경창작센터입주

광주출신작가 31일까지 4명 모집

여름방학을맞아서울지역유수의미술관이국내외유

명작가의전시로관람객들을찾아간다 KTX호남선완전

개통으로 광주와 서울이 짧게는 1시간40분에서 길게는 2

시간으로가까워진만큼올여름에는아이들과함께서울

미술관투어에나서보자

서울소마미술관에서는오는 9월4일까지 프리다칼로

절망에서피어난천재화가를주제로천재적재능과극적

인삶으로잘알려진멕시코의초현실주의화가프리다칼

로의전시가국내최초로열린다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민중벽화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

와 결혼으로 유명해졌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육체적 고통

과남편의문란한사생활로인한정신적고통을극복하고

삶에대한강한의지를작품으로승화시킨작가다

이번 전시에서는 멕시코 정부가 국보로 분류하는 프리

다칼로의 대표작 20여점을만날 수있다 또멕시코의 혁

명사와시대상을담은작품 남편과의예술적동맹을살펴

볼 수 있는 회화 드로잉 사진 및 영상 동시대 멕시코 작

가 10인의 작품 등 100여점을 선보인다 관람료 60001

만3000원 문의 024251077

프라다칼로의남편디에고리베라의전시회가오는 8월

1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 2관에서 디에고 리베

라 프라이드 오브 멕시코를 주제로 열린다 디에고 리베

라는 20세기 멕시코 미술뿐만 아니라 벽화운동으로 널리

알려진화가로라틴아메리카현대미술의아버지이자멕시

코의국보라고까지불린다

이번 전시에선디에고리베라의 초창기회화작품컬렉

션이주를이룬다 특히디에고리베라의최초의작품들인

그의 어머니 초상과 오리사바 산의 풍경이 인상적이다

70001만2000원 문의 023991114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과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는 비운의 천재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와 스페인 건축

가안토니가우디의전시가잇달아열린다

모딜리아니몽파르나스의 전설을 주제로 오는 10월4

일까지한가람미술관에서열리는이번전시는모딜리아니

의예술과삶을조명한다긴목에길쭉한얼굴눈동자없

는 아몬드 모양의 눈 목과 부드럽게 연결된 어깨 등으로

표현되는모딜리아니의대표작 70여점을만날수있다 모

딜리아니는 35살에결핵으로숨진탓에 10여년 화가생활

동안 400점이 채 안 되는 작품들을 남겼다 80001만

5000원 문의 15882618

오는 31일부터 11월1일까지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는 위대한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안토니 가우디를 조명하

는 바르셀로나를꿈꾸다 안토니가우디전이열린다 안

토니가우디는건축을예술의경지로끌어올린이로최근

국내에서가우디건축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 그의작

품을만날수있는 스페인가우디 여행상품이따로나올

정도다

탁월한미적감각과독창적양식으로세계건축과예술

디자인분야에새로운장을연가우디의건축도면 디자인

도면 스케치 캐스트 가구 장식 당대의기록사진 멀티

미디어 건축물 모형 등 200여점이 전시된다 80001만

5000원 문의 028376611

국립현대미술관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해방기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과 예술가의 사명을 붓으로 끌어안았던

화가 이쾌대를 조명하는 기획전 거장 이쾌대 해방의 대

서사를개최한다 이쾌대는 20세기 한국미술을대표하는

화가로 그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은 대표적인 걸작

으로꼽힌다 이번 전시에서는유화작품 40여점과수채화

및 드로잉 200여점 관련 아카이브 및 유품 200여점이 전

시된다 문의 02202206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간송미술관기획전 4부 매난국죽선비의향기에서는사

연많은사군자들이전시된다 이번에최초로전면공개되

는 탄은 이정(李霆)의 삼청첩(三淸帖)이 대표적이다 이

정이 41세때인 1594년완성한이책은임진왜란의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염원이담겨있다

이정의작품외에표암강세황의대나무 단원김홍도의

매화 추사 김정희의 난초 등 조선 후기 이름을 떨쳤던 서

화가들의작품이여럿전시된다 60008000원 문의 02

16441328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오는 8월23일까지 피스마이너

스원무대를넘어서가열린다지드래곤이기획에도참

여한 이 전시에는 국내외 예술가 14팀이 참여해 회화 조

각 설치 영상 건축 작품 등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특

히국내최고인기스타중한명인지드래곤이문턱높은

순수미술 분야에서 장르 경계를 넘어 작가들과 협업했다

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1만10001만3000원 문의 02

212488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여름방학에 가볼만한 서울 전시회

모딜리아니작 앉아있는잔느에르테

프리다칼로작원숭이와함께있는자화상 가우디가설계한사그라다파밀리아성당프리다칼로와남편디에고리베라

소마미술관 9월 4일까지프리다칼로展

한가람미술관모딜리아니대표작 70점 선봬

국립현대미술관 거장이쾌대 해방의대서사

안토니가우디디에고리베라작품전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