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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광주예술인회가 발행하는 계간지 소나

무봄호(통권제14호)가발간됐다

이번호 특집은 추모 10주기 백남준을 기리

며다 올해로세상을떠난지 10년째 되는세

계적인예술가백남준과광주와의인연을조명

하고예술혼을추억하는시간으로꾸며졌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본 백남준

과오마주 김은영광주비엔날레전시부장의

제1회 광주비엔날레와 백남준 곽규호 광주

문화재단 시민문화관광팀장의 미디어아트

시티 광주와 광주문화재단 등이 실렸다 백

남준의 정신과 예술을 돌아보고 올해 미디어

아트시티 사업을 본격화하는 광주 현실도 진

단했다

신년인터뷰에서는윤장현광주시장에게올

해 광주 문화예

술 역점사업과

함께 국립아시

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도심 활

성화 계획 등에

대해들었다

살아숨쉬는근

대미술관에서

는 오병희 광주

시립미술관학예연구사가조각가김영중의삶

과예술에대해재조명했다

원로예술인들에게듣는 나의대표작은이기

월 김진열 박명기 화가와 시인 김종의 이야기

를들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달에 한번 시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 기획

행사를열고있는인문학공동체 인문지행이

4월 행사를마련했다 17일 오후 2시광주극장

영화의집

강의 주제는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대한

세번째이야기 걸작에취하다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바로크 회화 창시자인 카

라바조의 다윗과 골리앗을 비롯해 루벤스의

미각과 사랑의정원 프랑스근대회화의시

조 니콜라 푸생의 다윗의 승리 스페인이 가

장사랑하는디에고벨라스케스의 시녀들<사

진> 브레다 함락 주정뱅이들을 감상하고

이야기한다

심옥숙 박사(인문지행 대표)가 기획 진행하

며 시민들과함께작품을감상하고이야기나

누며 작품의 인문학적 문화적 배경도 살펴본

다 참가비는 무료다 인문지행 httpcafe

daum net h arete010 2656 9208 010

5205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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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법현 작가가 14일부터 20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

호갤러리에서 55×81 새봄프로젝트를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서 작가는 지난해 유스퀘어청년작가 전시공모

에선정됐다

이번 전시에서 봄을 소재로 한 풍경과 경험들을 사진과

회화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형상화했다 작가에게 봄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의미하며 사진과 회화의 콜라보 방

식은작가가표현하고자하는봄을가장효과적으로구성하

는 작업이 됐다 작가는 55x81 크기 배경에 사실적으

로인물을묘사하고작품에메시지를남겨놓는방식으로자

신의시간과기억을형상화했다소규모작품에는무표정한

인물들이등장해관객들을응시하고있다

서씨는 작품의크기가주는새로움을제공하고싶었다

며 기본적으로 장식적가치에중심을두고작업했으며 봄

날가벼운산책과같은전시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

서씨는조선대미술대학에서서양화를전공하고지난해무

각사로터스갤러리에서첫개인전 공간A 공간B를 열었다

문의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법현작가개인전 유스퀘어금호갤러리 14일20일

새봄프로젝트

스페인프라도미술관세번째이야기

인문지행 4월 행사17일 광주극장영화의집

광주예술인회계간지 소나무 봄호 발간

얼마전인기를끈드라마 응답하라 1988은많은

사람들을그리움에잠기게만들었다 TV 속이야기

들은시청자들의경험이었고그시절에대한추억이

었다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열리는

1988 그때 그때 나는???전은 1980년대 추억을 만

날수있는전시다

2016 무등갤러리 작가지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작가 20명이 참여한다 작

가들은 작품을 통해 각자 가지고 있는 80년대 이야

기를들려준다

대게작품을배치하는전시회포스터도주제에맞

춰 색다르게 제작했다 복고풍 극장 포스터 컨셉트

로 옛 느낌이 나는 글씨체를 사용했고 참여작가 명

단을출연진소개형식으로적어놓았다

무엇보다도포스터속등장인물모습이압권이다

김병택 박경희 박선주 사진강 백애경 등 4050

대 남녀 작가들이 옛 교복을입고 등장한다 자전거

를탄채해맑게웃고있는김병택작가 새침한표정

으로 뒷자리에 앉은 박경희 작가 등은 영락없는 80

년대고교생모습이다

전시오프닝도기존과는다른방식으로진행된다

소위 높은자리에있는사람들이방문해축사를하

는관행에서탈피한다

전시는작가가중심이돼야된다는전제아래작가

들이 교복을 입고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198090

년대유행했던음악공연을진행하고노래자랑을개

최한다 관람객들과 어울리는 댄스 타임도 마련한

다 오프닝은작가들의합창공연으로마무리될예정

이다

이번 전시는 올해 창립한 작가모임 선수촌이 처

음 개최하는 광주서울 교류전이다 광주에서는 포

스터 등장인물 5명을 비롯해 김익모 김자이 장원

석 정순아임수영작가가참여했다서울은김영진

김학대 박선주 문활람 박성남안성규 윤순원 이

애재이지현조미령등이다이중박성남작가는고

(故) 박수근(19141965) 화백의아들이다

선수촌은 그림에 선수가 되자는 의미다 회장은

사진강 부회장은 김병택 총무는 박경희 작가가 맡

고있다

같은 시절을 겪었지만 다른 지역에 살았던 선수

촌 작가들은다양한옛이야기를전한다 지난달중

국 베이징에서 광장의 기억을 주제로 전시를 열어

광주 5월 정신을알렸던김병택작가는이번전시에

서도 광장의기억 시리즈를선보인다옛도청앞에

서있는 나무를 소재로 삼은 작품은 회색 배경에 대

비되는푸른나뭇잎을통해과거와현재 미래를이

야기한다

박경희 작가는 복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사진작

품 복고?프다 옛날이여는 각종 1980년 소재들을

등장시켰다 호돌이가 상모를 돌리고 있고 하이틴

스타들은웃고있다음악테이프카메라필름등지

금보기힘든물건들도볼수있다

서울 출신 안성규 작가는 오래된 집이 나오는 작

품 기념비를통해재개발에대한기억을불러온다

전시를 기획한 박경희씨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

람객들이그립고보고싶었던기억의흔적을마주하

길 바란다며 각종 이벤트를 준비해 머물다 갈 수

있는전시가될수있도록기획했다고말했다 문의

06223625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미술인모임 선수촌 회원김병택등작가들이복고의상을입고포스터촬영을하고있다 선수촌은 14

20일무등갤러리에서 1988 그때그때나는??? 전시를개최한다 무등갤러리제공

갤러리서

만나는

응팔의 추억

무등갤러리 그룹 선수촌 1420일 1988 그때 그때 나는???전

박경희작 복고?프다옛날이여

김병택작 광장의기억

광주서울작가 20명 참여

80년대 기억모티브작품

작가중심오래머물수있는전시

노래자랑댄스타임

14일 오프닝다양한볼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