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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광주에서 미디어아트 관광

레저사업이시작된다사립미술관과전

통문화관등문화시설이밀집돼있는무

등산 자락 의재로 일대를 문화관광 특

구로자리매김하기위한프로그램도추

진된다

올해 창립 5주년을 맞은 광주문화재

단은 이같은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

다 대표적인 사업은 미디어아트 관광

레저기반 구축사업(이하 미디어구축사

업)으로 광주를 미디어아트 시티로 조

성하기위한프로젝트다

미디어구축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권역에있는 문화자산과 미디어아

트를활용해융합관광인프라를구축하

려는 도심재생 사업이다 빛고을시민문

화관일대에 12개 미디어아트문화공간

(광주천 광주공원 양림동)을 조성하는

이사업에는모두 20억원(국비 10억 시

비 10억)이투입될예정이다

재단은 광주비엔날레 문화전당 한

국문화기술연구소(CT연구소) 광주정

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업해 광주폴리

3차 프로젝트에 미디어아트를 접목하

는사업도추진한다

정책 부문에서는 광주문화발전 중장

기 기본방향2030을 시민들과공유하고

이를 추진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이계획에는문화를통한발전비전

중장기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이 포함돼

있다 중장기기본방향에는미래형문화

교류 도시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 시

민중심 문화주권도시등 전략과제도담

겼다

무등산 자락 의재로에서는 올해 다양

한 문화행사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

다 지난해 이 공간에서 처음으로 2015

무등울림 행사를 열었던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우제길미술관 등 무등산

권문화협의회는 의재로 일대를 문화

관광특구로발전시키기위해힘을모으

기로했다

한편 광주문화재단 창립 5주년 기념

식은 오는 12일 오후 4시 빛고을시민문

화관 1층 로비에서열린다 기념식은비

빔밥&달빛오디세이의 융복합 퍼포먼

스 오감도를 시작으로 ▲광주 시민 및

명사들의 축하메시지 영상 상영 ▲청년

작가 공모전 시상식 ▲ 광주문화발전

중장기발전방향2030 발표▲위탁문화

예술품경매행사 보둠어드림 등다채

로운프로그램으로꾸며진다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과 단체

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지역협력형사

업으로 5년 동안 모두 101억원을 지원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과 서영무용단

이연이어전국무용제대통령상 2014년

극단 얼아리가 전국연극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재단은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를 바탕으로 사직공원을 자연친화적 문

화예술공원으로되살려냈고 2014년 근

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을 배경으로 한

양림공공미술20프로젝트도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버려진 농공단지 관리사

무소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드는

소촌아트팩토리사업을성공적으로마

무리했다 재단은 또 문화가 있는 날

아트스페이스 목요상설무대 전통문

화관 토요상설공연 등 상설 프로그램

을진행 시민들에게문화향유의기회를

제공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예술+관광 광주 미디어아트시티로

한국헤비메탈신을대표하는그룹사운

드가 광주에서 합동공연을 갖는다 The

Lords The Heaviest Metal Bands

Korea Tour 2016을타이틀로열리는이

번 공연은 15일 부산을 시작으로 23일 서

울KT&G상상마당에서마무리된다

광주공연은오는 16일오후 6시아시아

문화전당앞문화공간보헤미안에서열린

다 특히 이번 공연이 열리는 보헤미안은

전석스탠딩공연이이뤄지는공간으로파

워풀한헤비메탈사운드를몸으로느끼기

적합한곳이다

광주팬을 만나는 크래쉬(Crash)와 메

소드(Method)는 올해 앨범을 발매하며

팬들과한층가까워졌으며 2014년과 2015

년펜타포트록페스티벌무대에도서며많

은사랑을받았다

다양한연령층에서많은팬을확보하고

있는 디아블로의 무대도 기대된다 블랙

신드롬의박영철과프로젝트밴드활동을

한기타리스트김수한지난해펜터포트록

페스티벌에서서태지와깜짝무대를연출

한기타리스트최창록이최강의무대를선

보인다 그밖에 결성 30주년을 바라보는

Naty의무대도관객들을기다린다

특히이번공연에서는광주에서활동하

는 메탈 밴드들의 무대도 마련된다 지난

해 데뷔 앨범 Enemy Inside를 발매한

어비스와 세버디이어가 무대에 오른

다

공연 티켓은 엔터크라우드(entcrowd

com)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62

4161006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한국헤비메탈대표그룹사운드

크래쉬 디아블로 등 광주공연

16일 문화전당앞보헤미안

클래식전문공연장유스퀘어문화관금

호아트홀이 2016년첫번째기획공연을준

비했다 12일오후 7시30분금호아트홀첫

초대손님은13세때금호영재독주회로데

뷔한후세계를무대로활발한활동을펼치

고있는첼리스트최주연(사진)이다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거쳐파리국립고

등음악원 함부르크 음악대학 등에서 수

학한 최씨는 한국일보콩쿠르 독일 엘리

제 마이어 콩쿠르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로얄심포니 오케스트라 함부

르크페스티벌오케스트라브르타뉴오케

스트라등국내외유수의오케스트라와협

연했다현재수원시립교향악단첼로부수

석으로활동중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헝가리 체코 프랑스

스페인 작곡가의 음악을 아우른다 바르

톡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랩소디 1번

멘델스존의 첼로소나타 2번 d장조 드뷔

시의 바이올린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

나타탄스만의 첼로와피아노를위한파

르티타파야의 스페인춤곡 등이다

피아노반주는수원대음악대학교수로재

직중인히로타슌지가맡는다 티켓가격일

반2만원학생1만원문의0623608432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첼리스트최주연광주리사이틀

12일 금호아트홀새해첫기획콘서트

지난해 12월31일오후부터 1월1일새벽까지국립아시아문화전당민주평화교류원에서광주문화재단미디어아트페스티벌사업의일환으로진행된 미디어파사드시연

이이남 신도원 박상화 김명우작가가참여했다 광주문화재단제공

광주문화재단창립 5주년중점추진사업

무등산자락의재로일대 문화관광특구 조성

천원의낭만 1월행사가 11일오후 7

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다

광주시와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공연은 목관 앙

상블 클레이브(사진)를초청했다

연주레퍼토리는클래식과영화음악

팝송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 요한 스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팝송 You raiseme up베토벤

의 운명 교향곡을 보사노바 풍으로 편

곡한 작품 탱고 질투 등을 만날 수 있

다

클레이브는 플루트(이부영) 바순(박

선미) 클라리넷(최동훈) 호른(김옥길)

오보에(정수임) 피아노(이현진)씨로 구

성된목관 6중주단체다 1000원에티켓

을끊을수있다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목관앙상블 클레이브 초청 공연

천원의낭만 1월 행사 11일 광주문예회관소극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