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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광주와 일본

미술작품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 화우회(회장 하인택)가 주관한 제4회 한

일 교류전이 24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일본 조치현과 광주시 미술작가 교류전이

다 광주를 비롯한 한국 작가 20명 일본 6명 등 총

26명이 참여해 작품 36점을 선보인다

광주 화우회는 원래 광주와 자매도시인 센다이

간 미술교류를 위해 결성된 단체로 지난 2010년

까지는 광주센다이 회화교류전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일본 지진으로 행사 운영이 어려워져 2013

년부터는 요나고시 지역 고도도리화우회와 교류

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국 작가들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 풍경

을 작품에 담았다 다른 듯 비슷한 광주와 일본 모

습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다 또 같은 풍경화이

지만 색채나 구도 등 나라별 특징을 찾아보는 재

미를 느낄 수 있다 전시 개막식은 28일 오후 5시

에 개최된다 문의 06222280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피아니스트 정윤정 독주

회가 오는 26일 오후 3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

홀에서 열린다

바로크 고전 낭만시대

작곡가의 다양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음악

회에서는 바흐의 토카타

작품번호 914 베토벤의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 슈만의 카니발이 연

주된다 특별히 21개의 곡으로 구성된 슈만의 카

니발은 영상과 함께 만날 수 있다

정씨는 광주예고를 수석 졸업하고 경희대 뉴욕

맨하튼 음대를 거쳐  미시간 주립대에서 논문 차

이코프스키 러시아 피아노 음악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서울과 광주에서 활발히 연주활동을 펼

치고 있으며 강릉원주대학교 남부대학교 광주예

고에 출강하고 있다 티켓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공연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정윤정피아노독주회

26일 유스퀘어금호아트홀

광주화우회한일교류전

24일31일 시립미술관금남로분관

하인택작 포구

ACC봄마당축제 봄 봄 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는 4월 30일까지 6주간 대규모

야외 축제(오후 2시밤 9시)를 시작한다 공연과 벼룩시장

풍성한 먹을거리가 어우러진 유쾌한 행사다 매주 공식 초청

아티스트 공연과 함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정한 시민과 예

술단체의 무대가 시민들을 찾아간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 공방 음마깽깽의 야외극과 크누

아 브라스 퀸텟의 연주로 26일 축제의 막을 연다 메인 공연

은 노브레인과 데이브레이크가 담당한다 지난 2007년 데

뷔한 4인조 그룹 데이브레이크는 들었다 놨다로 인기를 얻

고 있으며 펑크 록밴드 노브레인은 넌 내게 반했어 미친

듯이놀자 등흥겨운 음악으로많은 사랑을받고 있다

또 인터넷신청을 통해 선정된 조선대 기타 동아리 하모닉

스 여성싱어송라이터 어니 조선대약대밴드 오르페 4

인조록그룹 블랙아이스티 4인조 인디밴드 센치한버스가

공연한다 또 수공예 예술상품 체험행사 등 12명(팀)의셀러

가 참여하는 벼룩시장도 열린다

전당은 메인 공연에 참여하는 아티스트 라인업도 발표했

다 4월 2일에는버클리 음대 출신 연주자들로 구성된 재즈그

룹 프렐류드와 6인조 재즈펑크밴드 JSFA가 공연하며 가

수 이한철과 5인조밴드 신나는섬(4월9일) 스카밴드 킹스

턴루디스카와 신델라의With You 밴드(16일) 라틴재즈

밴드 로스 아미고스와 LDP 무용단(23일) 창작 타악그룹

리듬꼴라주와 청배연희단(30일) 등이 무대에 선다

한편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전시도눈길을끈다

오는 8일까지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와글와

글이야기 나라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서울상상나라 한국

만화박물관의 우수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전시다백남준과

여러 예술가의 새로운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발한 예술가

들 열두상자와떠나는 화폐여행 만화의 울림전쟁과 가

족 한국이탈리아 그림책 작가전 등이 기다리고 있다 무

료관람

예술의거리나비야궁동가자

긴겨울잠끝에 나비가깨어났다 나비야궁동가자가 26일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예술의거리활성화사업단이 지난해 매주 금요일마

다 진행했던이번 행사는올해부터 토요일로 시간을옮겼다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예술의 거리에서

예술가처럼노는법은 공예 회화 등을배울 수 있는 체험프

로그램이다 예술의거리 구성원 34팀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철사와 테이프로 인간의 다양한 표정 몸짓을 만들어 보는

인간군상만들기 전각도장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또 짚풀

공예엿치기떡메치기 등 체험도 마련했다

新궁동유람 갤러리산책 프로그램 일환인 스탬프 투어

는숨겨진 명소를즐길수 있는 이벤트다 리플렛에 그려진투

어지도를 들고 갤러리 등을 찾아다니며 작품사진찍기 전시

회 제목쓰기 등 미션을완수하면도장을받을 수 있다

총 15곳 미션 완주자들에게는 예술가처럼 노는 법 유료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쿠폰을 지급한다

한켠에서는셀러 12팀이 참여하는 아트마켓이 열린다셀러

들이 수작업으로 만든에코가방 수세미향초 등을판매한다

20개 상점들이 상품을 1020% 할인 판매하는 블랙세러

데이도 진행한다각종 수공예품뿐아니라커피 분식 도넛

순대국밥 고등어조림등도 대상이다 중앙무대에서는 광주

오카리나 앙상블 100인 합주 파랑색 극단 인형극 매직아

트변검쇼마술쇼등 공연이 열린다

이 기간 3개 음식점은 예술옷으로 갈아입는다 무등반점

강황국밥 신신분식벽에 최재영곽수봉등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넣는다

그밖에 518 민주화기록관 1층에서는 퀴즈풀기가 진행된

다 퀴즈를 맞춘 관람객들은 예술체험 쿠폰을 받는다 문의

0622230137

대인예술야시장

지난해 매달두차례이틀간(금토요일) 열렸던대인예술야

시장도 올해부터는 매주 토요일(오후 7시새벽 12시)마다

열리고 있다 야시장은 셀러 약 150개팀이 판매하는 다양한

수제 공예품과 공연이 볼거리다 국수파전순대 오뎅등각

종 먹거리도빼놓을 수없는즐길거리다

매달 다른 주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은 봄의 문장 별

장으로 문학과의 만남을 시도했다 26일에는김미승시인의

이빛깔들은 어디에서왔나! 주제 강연에 이어 박석준조혁

준 시인의 낭송이 진행된다 또 오후 89 밤 1012시 DJ

문형식이 참여하는 별이 빛나는 별장에가 열린다 매주 금

요일 오후 6시까지 블로그 (blognavercombyeoljang)

이메일(blueman337@hanmailnet)손편지 등으로 사연을

보내면DJ가 소개해준다 문의 0622331420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예술의거리 나비야궁동가자지난해행사모습 <예술의거리활성화사업단제공>

대인예술야시장

매주토요일밤셀러 150팀 공예품판매공연

26일 김미승시인 이 빛깔들은 주제 강연

공예회화배우고짚풀공예떡메치기체험

26일부터매주토요일궁동유람갤러리산책

예술의 거리 나비야 궁동가자

노브레인데이브레이크 등 록밴드공연

벼룩시장먹을거리어우러진 6주간축제

문화전당 봄마당 축제 봄 봄 붐

도심의봄야외축제활짝

파란 하늘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이 나들이를 부추기는 시기다

오는 26일 부터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는 축제장으로 변

신한다 문화전당 예술의 거리 대인예술시장은 각양각색 즐길거리를

마련하며봄나들이손님을맞는다

노브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