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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문화를만나다 정부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한 이유다 다소 멀게 느껴지는 문

화를생활속곳곳에서즐길수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문화가 있는 날이

다 막바지 더위가기승을부리고있는

8월의 문화가 있는 날은 아름다운 공

연과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광주를 물

들인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문화가 있는날을맞아 바리톤 김

재일 독창회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

층소공연장무대에올린다

이날 공연은 내 마음의 강물 산아

슈베르트 보리수 브람스 나의여왕님

은어떠하신지등을들려준다

김씨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 독일 뒤셀도르프 로버트

슈만 음악대학을 졸업했다 2008년 서

울시오페라단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제르몽 역으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다 공연은

무료이며 5세이상관람가능하다 문의

0626707945

광주시립미술관은이날오후 7시30분

부터 농성동에 있는 상록전시관잔디광

장에서 불꽃 사랑을 주제로 상록음악

회를개최한다

이날 안상수상진씨 등 쌍둥이 형제

로 이루어진 남성 2인조 듀오 수와 진

이 출연 대표곡인 나그네 사랑 새벽

아침 파초 이별이란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수와 진

이 나눔행사를 해왔던 심장병 어린이

돕기 모금행사도함께열린다

또재즈와블루스에기반을둔지역의

젊은 음악그룹인 파코밴드가 출연하

여마지막여름밤을아름답게장식할예

정이다

음악회는시민누구나무료로참석가

능하며 상록전시관은 이날 오후 8시까

지문을연다 문의 0626137134

광산구도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공

연과인문학강좌등 6가지행사를진행

한다

이날낮 12시20분퓨전국악연구회 아

이리아가 구청 앞 야외무대에서 음악

다방녹음방초 승화시라 공연을 연다

점심시간 구청을 찾은주민과 직장인들

을위한 디저트(desert) 콘서트 형식으

로 해금과 색소폰의 어울림으로 꾸며진

다

오후 7시30분 광산문예회관에서는

광산하우스콘서트7이한나&박진우

가개최된다 비올리스트이한나와피아

니스트 박진우 듀엣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등 정통클래식 연주를 들

려준다

이밖에도 오전 10시 첨단도서관에서

는서지은강사의진행으로인문학강좌

소중한 나를 찾아서가 진행되고 오후

2시 지하철 도산역에서는 동화작가 초

청 찾아가는북콘서트가진행된다 또

오후 7시30분 소촌동 용아생가에서는

광산문화원이 전동진 전남대 교수를 초

청해 인문학 콘서트숨결을 연다 문

의 0629608253

유스퀘어도 이날 오후 6시30분 유

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제 8회 아름다운

유스퀘어음악회를개최한다

이번 유스퀘어 음악회에는 익스트

림크루가 출연한다 이들은모두 4막의

무언댄스뮤지컬을통해사랑과아픔을

연기와춤으로표현할예정이다

전세계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 중인

익스트림크루는 1998년 결성된 한국

을대표하는비보이팀이다결성이래로

독일 Battle Of The Year대회에서세

계 챔피언을 차지하고 한국대표로

Red Bull BC One와 KB 세계대회

BBoy Competition에 출전하며이름

을알렸다

유스퀘어는 이날 무료 음악회 외에

도 당일 연극 라이어 2탄의 관람료를

40%할인한다문의 0623608431

또 이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등 광주전남 주요 영화관에서

는 오후 68시에 상영되는 영화를

5000원에관람할수있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여름의끝자락광주의밤음악에물들다

26일 문화가있는날 공연문화강좌프로그램다채

바리톤김재일

남성2인조듀오 수와진

음악다방녹음방초승화시라

친구와 연인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를 흥겹게 다룬 연극 70분간의 연애

<사진>가 오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광주 상무지구우체국보험 기분좋은극

장에서공연한다

극단익스트림플레이의 70분간의 연

애는 15년 지기 친구였던 두 남녀가 사

랑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벌어지

는 묘한 어긋남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

2005년 초연 당시 연극계에서 최초로

로맨틱 코미디라는 타이틀을 걸고 전

국각지에서많은관객들의사랑을받아

왔다

대학로최고의스테디셀러연극 수상

한흥신소 시리즈의작연출을맡은임

길호연출가가재창작을맡아특유의감

성과 코믹 요소에 복고적 구성을 더해

완전히새롭고신선한작품을만들었다

또 출연진으로는 연극 수상한 흥신

소를비롯해 완득이 노인과바다 인

생활착(活着) 등의작품을통해이미

그연기력을검증받은배우박상협과변

세영을 비롯해 최지영 유영섭 강민혜

김보경등이출연한다

평일 8시토요일 4시와 7시 일요일 2

시 5시에 공연하고 월요일에는 공연이

없다 티켓가격은 3만원이며 옥션티켓

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예매가 가능

하다문의 16006689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친구와연인사이

아슬아슬 줄타기

70분간의 연애 27일부터 한달간상무지구기분좋은극장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직접

도자기를만들며다양한문화이야기를나

누는 박물관공방도예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도예를 주제로 한 문화

이야기와회화체험학습중심의교육으로

진행되며 총 여섯 개의 개별 작품을 만들

어보는과정이다

도예 관련 강의 핀칭 기법 코일링 기

법 판 작업 석고를 활용한 기법 박지 기

법투각기법등다양한전통도예기법하

나하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

다

찻잔 및 인화문 도장 커피잔 및 잔 받

침 밥그릇 및 국그릇 접시 필통(백자파

초무늬필통) 워머(캔들 거치대) 등 여섯

개의작품을만들게된다

이번교육프로그램은오는9월 8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9월 15일부터 12월 8일

까지 매주 화요일에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디자인센터가 오는 10월15일 개

막하는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예

매입장권판매를시작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홈페이지(www

gdborkr) 티켓정보란을 통해 판매되

고있는예매입장권은온라인티켓구매

사이트인 티켓링크(wwwticketlink

cokr)에서도구입가능하다

또공식후원은행이자입장권판매대행

기관인광주은행에서도서울지역 7개영

업점을 비롯한 전국 154개 전 영업점을

통해예매입장권판매가이뤄지고있다

사전예매를 했을 경우 30%정도 저렴

한 가격에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 현

장판매는성인 1만원(20인이상단체일

경우 8000원) 청소년 6000원( 5000

원) 어린이 4000원( 3000원)이나 사

전 예매할 경우 성인 7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000원이다 예매 입장

권은광주디자인비엔날레개막 전인 10

월14일까지판매된다

특히전시기간중삼성카드및현대카

드(M포인트 차감)로 결재했을 때도

30%할인율이적용된다

한편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총감

독 최경란 국민대 교수)는 디자인과 더

불어 신명을 주제로 10월15일부터 11

월 13일까지 30일간광주비엔날레전시

관에서펼쳐진다 문의 062611514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예매입장권판매시작

찻잔밥그릇도자기 직접 만들어보세요

국립광주박물관도예프로그램

백자파초무늬투각필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