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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무르익는 10월 광주 국립아시

아문화전당 곳곳에 시민들이 만든 알록

달록한 정원들이 설치돼 회색 빛 도심이

푸른빛으로물들전망이다

광주도시정원옴니버스축제가 14

18일 정원으로부활하는도시 가드닝으

로 만나는 시민을 주제로 동구 518 민

주광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광주시가 주

최하고전남대조경설계연구실이주관하

는 이번 축제는 문화전당 개관을 기념해

5일정원 정원디자인 시민교실 플리마

켓 등 시민들이 체험참여할 수 있는 각

종행사들로구성됐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는 시민이

직접만드는 5일정원이다 이를위해주

최측은지난 8월게릴라정원과생활정원

부문으로나눠각 15팀씩총 30팀을모집

했으며지난 9월 디자인워크숍을진행했

다

이런 정원을 주제로 진행되는 게릴

라정원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정원으로

꾸며진다 Frame Garden 흔들리며

피는 꽃 등 일반 시민이 예술성과 재미

등을 추구한 정원들을 조성한다 생활정

원부문은 Fall in Love 사랑&가을&정

원을 주제로 꾸며지며 관람객들이 직접

따라해볼수있는디자인들을선보인다

학생가족단체 등으로 이뤄진 참가

팀은 518 민주광장 일대에 33(1평)

규모의 정원을 조성하고 5일(1418일)

동안전시하게된다

전문디자이너가설계한정원도설치된

다 도시경관개선프로그램 도시작정(都

市作庭)은전당주변자투리공간이나방

치된 공간을 활용한 공공정원으로 축제

기간에 조성과정과 완성된 모습 등을 볼

수 있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인근 문화

전당에 설치하며 정원교실 강사 김용택

KNL환경디자인스튜디오소장등이참

여한다 도시작정으로 조성된 정원은

축제가 끝난 후에도 유지되며 계속 숫자

를늘려갈계획이다

1415일 문화정보원 1층 대강의실에

서는 정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원 교실이 열린다 정욱주 서울대 교

수(14일) 황주영 서강대교수 김용택 소

장등이강사로나선다

1617일에는 싸목싸목 마을정원나

들이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오후 1시

30분부터약 2시간동안푸른길주변양림

동 일대(16일)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동

명동 산수동 일대(17일)을 돌며 정원 주

인의해설과함께감상할수있는시간을

갖는다

또 주민들이 텃밭에서 직접 가꾼 작물

로 만든 음식을 선보이는 가든레시피도

16일오후 46시에진행된다 각종채소

및잼 치즈 등 가공물 쿠키 쥬스 두부

호밀빵샐러드등을시민들과나누어먹

고판매도한다단환경을생각해시식하

고싶은사람은직접접시와식기를준비

해야한다

이외에도정원과관련된핸드메이드소

품(앞치마 꽃잎 자수 드라이플라워 등)

과용품을전시판매하는가든마켓이17

일오후1시30분부터6시까지펼쳐진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최근 광주시 동구 전남여고 정문 앞에

카페 필로소피아가 둥지를 틀었다 성

진기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다양한

이들이모여철학공부를하고누구나편

하게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갔으면 싶어

마련한 공간이다 카페 필로소피아는

20여년전첫발을뗐다

카페 필로소피아가 마련한 인문학

세일(Sail)이 10월한달간열린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몸 인문학으로

묻다로 철학 종교 문학의 틀로 몸에

대한다양한이야기를들려준다 12일오

후 7시 열리는 첫 강의는 전남대 노양진

교수가 몸으로 읽은 철학 그리고 문화

를주제로진행한다

이어 19일에는 나희덕 조선대 문예창

작학과교수가 현대문학에나타난몸을

주제로 강연하며 26일 열리는 마지막 강

의는고형일전남대교수의 도가와불가

의몸얘기다

음악으로 호흡하는 휴머니즘 시간도

마련한다 전남대 김홍영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오는 30일 오후 8시에는 10월을

작별하며를 주제로 클래식 음악을 함께

듣는 시간을 마련하며 11월 3일에는 수

능시험을 마친 고 3 수험생을 대상으로

고딩들을위한음악소풍을진행한다

그밖에매주월요일(오후 7시)에는 서

양철학산책을매주수요일(오후 2시)에

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

다를읽는다 문의 01096033244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관장조현종)은 10일

오후 4시교육관대강당에서 극단선물

을 초청해 팥죽할멈과 호랑이 공연을

개최한다

팥죽할멈과 호랑이는 우리 전통 가

락에맞춰즐기는전래놀이퍼포먼스공

연이다 관람객이직접전래동요를부르

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야

여우야뭐하니등배우들과함께전래놀

이를하며진행된다 또전통악기도함께

두드리는다양한체험을할수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6세 이

상부터입장가능하며공연당일오후 2

시30분부터 300명선착순으로현장에서

무료입장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문의

0625707021 김용희기자 kimyh@

광주도시정원옴니버스축제가 1418일 518 민주광장일대에서개최된다 마을

정원동명동투어코스중 하나인 힐링가든(위)과 코티안의정원 광주시제공

몸 인문학으로묻다 카페필로소피아 121926일 인문학세일

지난7월출범한카가협동조합(Kore�

an Art Galleries Assocition이하 카

가)이 8일홍콩아트페어에참여하는등

공식행보에들어갔다

카가는 갤러리 써니(대표 장현우) 갤

러리 해와(대표 김연수) 소소갤러리(대

표김봉석) 소아르갤러리(대표조의현)

솔트아트갤러리(대표 안요한) 515갤러

리(대표이승찬) 등이참여하고있다

카가는 작품 보증서 발행 보증 작품

시세가의 70%재구매 예술가표준계약

서등으로미술시장활성화와유통투명

성을확보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

8일 카가는 12일까지 열리는 아시아

컨템포러리 아트 쇼 인 홍콩에 김하루

박일정 박정 송영학 조대원 이매리

손영환 신철호 신양호 Michael An�

thony Simon 등 작가 10명(작품 15점)

을참여시킨다고밝혔다

또지난 9월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와 15억원상당의미술장식품설치계약

을 체결했고 화순능주초등학교 정율성

기념교실에 전신상(5000만원 상당)도

제작했다 김용희기자 kimyh@

갤러리협동조합 카가 본격 행보

홍콩아트페어작가 10명 작품 15점 참여

광주피아노아카데미(회장 박행숙) 47

회 정기연주회가오는 13일 오후 7시 30

분유스퀘어문화관금호아트홀에서개

최된다

지난 1990년 창단된 광주피아노아카

데미는 지역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

는 피아니스트들의 모임으로 창립연주

회 이후 지금까지 바로코 음악연주 슈

베르트이전낭만작품연주향토작곡가

작품 연주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클래

식팬들을만나왔다

내년이면 25주년이 되는 광주피아노

아카데미는 지난해 5월부터 베토벤을

위하여 시리즈를 시작했고 이번 4번째

연주회를끝으로막을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김민희(호신대 강

사)씨의 피아노 소나타 제23번 열정을

연주하며 장인아(전남대 강사)씨가 피

아노 소나타 제2번을 김경애(목포대

강사)씨가 피아노 소나타 30번을 들려

준다 또 이현주(세한대 겸임교수)씨가

피아노 소나타 제3번을 그리고 동수

정(광주예술영재교육원 강사)씨가 베토

벤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제 32번을

연주한다 문의 0107117624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피아노아카데미정기연주회

국립광주박물관내일어린이연극공연

13일 유스퀘어금호아트홀

김민희 장인아

전래놀이퍼포먼스 팥죽할멈과호랑이의한장면

알록달록 정원 꾸미기

회색도심 1평의행복

1418일 광주 도시정원 옴니버스 축제

문화전당518 민주광장일대

학생가족단체 30팀 모집

33규모정원직접만들고

정원강좌마을정원나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