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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 서주동인(회장 양영)이 26일부터 오는 9월1일까지 광

주메트로갤러리에서 15번째정기전시회를개최한다

원광서주동인은 1989년국내최초로원광대미술대학에신

설된 서예학과줄업생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지난 1999년 결성

된이후해마다정기전시회를열고있다

이번 전시에는 강성철길소담반달림안재성양 영양철

순유주리윤란희윤정연이수정이완이종암이청미임지

선장수지조서현조용연조정욱최나라최 미함소연 회원

이참여한다

회원들은서예 문인화 전각 서각 캘리그라피 현대서예등

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3단체

국전초대작가 각 지역 초대작가 KBS아트비전 문화원장 및

국장 학원장 문화재단위원 문화예술강사등으로활동하며서

예발전에이바지하고있다

원광서주동인은그동안익산 전주 대전 서울등으로중심

으로활동해왔다 전시개막식은오는 29일오후 6시다 전시기

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가훈쓰기 및 인장새기기 행사를 진행

한다 문의 010648577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빵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8월

행사가 오는 31일 오후 7시30분 광주 빛

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달의 주

제는 누가 새대가리라하는가이며 노래

와 김현국<사진> 탐험가의 이야기가 곁

들여진다

김현국씨는 시베리아 1만2000를 모

터사이클로 횡단한 탐험가다 이날 공연에서 김씨는 하바로프

스크에서 출발해 모스크바 우쿠라이나를 거쳐 흑해에 도달하

는먼여정을들려준다

김원중씨의노래는물론어쿠스틱한사운드와일렉트릭사운

드를함께들려주는 느티나무밴드와국악을현대적으로해석

해들려주는 루트머지 등이 무대를꾸민다 또 화가 주홍씨의

샌드애니메이션과소프라노유형민씨의공연도이어진다

사진작가 리일천씨가 공연을 기록할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

로진행되며관람후로비에마련된모금함에정성을더하면된

다 문의 01036705802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풍부한 물과 산 바다가 어우러진 곳 정남진 장흥

의아름다움이화폭을물들인다 광주신세계갤러리

는광주신세계개점 20주년을기념해오는 9월 22일

까지 남도문화의원류를찾아서정남진장흥 문향

에취하다전을연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남도문화를 이해하고 재조

명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남도 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시리즈 전시를 해오고 있다 그동안 작가들

과함께남도곳곳을답사하고이과정에서 느낀 영

감을 표현한 작품과 답사기 등을 제작해 남도의 의

미를살펴왔다

열입곱번째 여정지는 장흥으로 전시에는 서울

대구 광주등전국의미술작가및문인 20명이참여

하다

참여작가의면면도화려하다 고창선 김범석 김

상연 김선두 김유정박소현박일구 서용선쑨지

신태수 윤남웅 이구용 이동환 이이정은 장재민

조장은조해영황중환황풍년씨등이개성넘친작

품을선사한다

이들은 작품을 창작하기에 앞서 지난 5월 2123

일장흥곳곳을사전답사했다첫날부춘정동백정

보림사 해산토굴을답사한작가들은이튿날남포소

등섬 한승원생가 한재고개 이청준문학자리 천관

산을둘러봤다셋째날에는방촌마을존재고택 위

성룡고택 장천재을둘러보면서여정을마무리했다

한편광주신세계갤러리는그동안 새천년 우리에

게 광주는 남도2천리 남도의 젓줄 생명의 강 영

산강 3백50리 진도 소리 강진 숨결 순천 삶

그리고 터전 등을 통해 남도를 재조명했다 문의

062360127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담양(潭陽)은 한반도의대숲으로기억되고있다

또한 햇살을 담은 못이라는 지명처럼 예로부터 아

무리 가물어도물이 마르지않고 아무리큰물이들

어도 물난리를 겪지 않는 땅이라고했다 이때문에

호남가에서 담양은 백리 담양 흐르는 물로 표현

되고있다

비옥한땅넉넉한물푸른대숲과같은담양의아

름다운자연경관은일찍이사유와풍류의대상이되

어왔다 조선중기면앙정송순을비롯해송강정철

석천 임억령 등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정자를 짓고

자연을노래하며국문학사에길이남을주옥같은작

품이 탄생된 곳도 바로 담양이다 한국 가사문학의

산실로 지칭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 안에서는

수많은 문화 유산이 꽃피웠고 곳곳에는 역사에 길

이남을문화재들이산재해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이 담양군과 함께

25일부터 11월1일까지박물관기획전시실에서특별

전 담양을진행한다

이번 전시는국립광주박물관이남도의역사와문

화를조명하기위해지속적으로추진해온 남도문화

전 시리즈의 여섯 번째 전시로 선사시대부터 현대

에이르기까지담양의역사와문화를종합적으로정

리소개한다

모두 4부로구성된전시에는보물제1555호인 용

흥사동종 보물제260호인 미암일기및미암집목

판 중요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 새김

돋은띠무늬토기등태목리유적출토유물 서봉사지

에서출토된나한상등모두 250여점이전시된다

1부는 자연과 사람을 주제로 담양의 자연 및 인

문지리적환경과역사문화의흐름을사진지도 연

표등으로일목요연하게소개한다

2부에서는 선사와고대를 고고학적문화를다룬

다 수북면풍수리유적등에서확인된뗀석기로 1

2만 년 전 인류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고 전남지

역 최대 취락유적으로평가되는 대전면 태목리유적

에서는 청동기부터 삼국시대에 걸친 담양지역 생활

상의 변천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1959년에 알려진

봉산면 제월리고분과 최근에 조사된 고서면 월전고

분출토유물을공개한다

3부는 중세와근세를 주제로관방생산유적 불

교문화 유교문화 누정과 가사문학으로 나누어 전

시한다 불교문화 부분에서는 용흥사동종(보물 제

1555호)을 비롯해 용추사 등 담양의 고찰에서 간행

된 불교서적으로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된 불교문화

의일면을확인할수있다 또용화사를창건한묵담

스님이수집했던수많은자료가운데정수로꼽히는

보물 제737호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등을

만날수있다

누정과 가사문학에서는 담양에 세워진 조선시대

누정과 원림 사람 그리고 이곳을 배경으로 탄생된

작품과 시인묵객의교유등을종합적으로 살펴봄으

로써가사문학의향기를느낄수있다

근대와현대를다루는마지막 4부에서는담양의

인물 근대교육 문학 미술을 만날 수 있다 의병장

녹천고광순 고하송진우춘강고정주등다양한방

면에서 담양을 빛낸 인물들을 조명한다 또 죽물시

장의변천 죽세공예의발전과계승등을함께살펴

본다

조현종 관장은 이번 전시는 구석기시대부터 현

대에 이르는 장구한 시간 속에 담양의 역사와 문화

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이해하고자마련됐다며

관람객들이 담양의 풍요로운 자연과 인문학적 감

성이빚어낸아름다운누정과문학적성취를만끽하

고 대숲으로상징되는자연환경을바탕으로생성된

담양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

간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 문의 06257070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원광 서주동인 서예 전시회

광주메트로갤러리 269월 1일

조정욱작 매난국죽

김원중의달거리 8월 행사

31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박물관에내걸린담양

보물제1555호 용흥사동종

보물제260호 미암일기

김선두작 서편제

화폭한가득담은장흥

국립광주박물관 25일11월 1일 담양 특별전

광주신세계갤러리 정남진 장흥 문향에 취하다 展

내달 22일까지

화가문인

20여명 참여

남도문화展

역사문화유산

250여점 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