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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품을 활용해물고기 작품을 선보이

고 있는 신양호작가가국윤미술관에서

5월4일6월3일 개인전 魚gain을 연

다 이번 전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가

족이예술재미를느끼고상상력을마음

껏펼칠수있는전시다

신작가는나무판자 철사 주먹칼 컴

퓨터부품 못 나사등으로만든다양한

물고기 작품 30점을 출품한다 쓸모를

다한재료들은작가상상력을통해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른바 업사

이클링(Upgrade와 recycling 합성어)

이다

못쓰는둥근칼은동그란금속조각이

더해지며 복어로 다시 태어났고 컴퓨

터 하드 드라이브 부품은 갈치 아가미

가 됐다 고물상에서 주워 온 듯한 용도

를 알 수 없는 각종 부품들은 고등어로

표현되며새생명을얻었다

신씨는 2014 양림 공공미술프로젝트

예술감독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나도디자이너고래집프로젝트예술감

독을맡으며 업사이클링을 전파하고있

다

한편 갤러리는 이번 전시와 연계해

초중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

그램 Under the sea를 2회 진행할예

정이다 참여자들은 작품을 감상한 후

폐품골판지헌옷물감등으로물고기

를 비롯한 바다 속 이야기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신청문의 062232

7335 김용희기자 kimyh@

장보고 목포 남진야시장 등 지역의

대표적인물과관광자원을연계한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이진행된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꿈다락 토요문

화학교 기획사업으로추진하는완도장

보고학교와 목포 시장예술학교 참가자

를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이 학교는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학교 밖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을진행한다

재단은 올해부터 전남형 주말문화예

술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장보고

학교는 문화관광자원과 완도의 역사

인물 장보고를 연계한 교육체험 프로그

램이다 청해진 지도 만들기 해상무역

체험 장보고캠프등이진행된다

목포시장예술학교는전통시장의가

치를 재발견하고 유통소비 등 경제개

념을 배우는 통합교육 마당이다 목포

출신가수남진씨의이름을딴남진야시

장(목포 자유시장)에서 진행하는 가족

참여형행사다 주요프로그램은상인체

험 지역 특산물 요리경연대회 주말농

장 농촌체험등이다

완도 장보고 학교와 목포 시장예술학

교는 올해 상하반기 각 10주간 운영되

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도내 거주하

는 아동청소년 및 가족이면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문화

관광재단 홈페이지(wwwjactorkr)를

참조 문의 재단 문화복지팀 061280

58489 윤영기기자penfoot@

魚gain

전남문화관광재단명사명소 연계문화예술교육

신양호개인전4일6월 3일 국윤미술관

6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며 5일 어린이날부터 황

금 연휴가 시작된다 동심을 자극하는 공연전시 등

각종 행사가 풍성하게 열려 가족 관람객들에게 특별

한추억을선사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8일 어린이문화원 실내

외에서 How Fun2를개최한다 이번행사는▲어린

이체험관 동굴극장 공연 ▲가족사진 찍기 ▲ 패밀리

초크아트 ▲가족 액자 만들기 ▲아빠와 나 엄마와

나 정크아트 ▲1박2일 가족캠프 체험관은 살아있

다! ▲공연 내 코를 찾아주세요(57일) 등 다채롭

게구성된다

또 2022일 만 7세이상어린이와가족이함께관

람하는 가족뮤지컬 쿵짝1920을 무대에 올린다 쿵

짝1920은김유정의 동백꽃 주요섭 사랑손님과어

머니 현진건 운수좋은날 등을가족뮤지컬로재탄

생시켰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확

인할수있다 문의 0626014021

광주롯데갤러리는 7일부터 31일까지 화가와그림

책 1부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1부 김병하 작가

2부(6월 222일) 오치근작가가참여한다

1부에서는 고흥 출신 김 작가 대표작인 강아지와

염소 새끼 까치아빠 꿈나무 아래서 보리밭은

재미있다 등 그림책 원화를 전시한다 산 속 텃밭을

사이에두고벌어지는화가김씨아저씨와고라니가

족의 실랑이를 담은 고라니 텃밭은 김 작가가 직접

쓰고그린작품이다 오는 21일오후 3시에는 작가와

의대화 나만의그림책더미북만들기를진행한다

문의 0622211807

어린이 뮤지컬 출동! 슈퍼윙스도 찾아온다 58

일 오전 11시 오후 24시30분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56일 단체관람 오전 10시40분오후 1시) 이번 공

연은 EBS 만화 출동! 슈퍼윙스 주인공들이미국뉴

욕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며 겪은 좌충우

돌이야기를들려준다슈퍼윙스친구들과함께노래

를부르고사진을찍을수있는시간도마련된다 R석

3만원 S석 2만4000원 문의 0623720300

국립민속국악원은 57일 기획공연 온 가족이 함

께하는 이야기보따리를 무대에 올린다 5일 극단 북

새통의 음악극봉장취 67일 문화제작소코어의

어린이음악극 조선호랑이어흥이무료로공연된다

36개월 이상부터 관람가능하며 잔여좌석 정보는 홈

페이지(namwongugakgokr)과 전화(063620

2324)에서안내받을수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시립미술관과함께하는신

나는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다 오후 2시부터 미술

관 로비에서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 공연을 시

작으로 그룹 빅맨싱어즈 소프라노 박성경이 출연해

팝페라무대를선보인다 화려한비보이댄스와신기

한마술공연도이어진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시

립미술관 야외에서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비누방

울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626137153

동심을간직하고있는어른을위한전시도열린다

주안미술관에서 5월27일까지 열리는 ROUND

ONE은 키덜트(Kidult어린이와어른합성어)족들

이환영할만한전시다팝아트작가양재영과그래피

티작가GFX(본명신동진)가참여한다 양작가는종

이를이용한다양한캐릭터작업을보여준다 전시에

서 선보이는 작품 도라에몽은 추억 속 애니메이션

주인공 도라에몽을흑백과컬러로대각선배치해과

거와현재를함께표현했다 GFX는큰손과눈등특

정 부위를 크게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작품 trans�

formkilllllnanrinovo&me은팔과다리 뿔을소

재로만화적으로표현했다 문의 0622222083

금봉미술관이 429일진행하는 어른아이들의취

미생활전은젊은작가들의참신함을만날수있는전

시다 김동인 작가는 나무로 만든 로봇을 통해 환경

보전을이야기한다 이호동작가는냇가에서주운돌

과고물상에서구한철근을이용해공룡을만드는등

업사이클링작품을선보인다 문의 062269988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어린이날나들이뮤지컬볼까전시회갈까

a fish

11일까지교육생모집

강아지와염소새끼

58일 황금연휴 풍성한 문화행사

내코를찾아주세요

문화전당공연체험프로그램다채

롯데갤러리 화가와그림책 1부 展

문예회관 출동! 슈퍼윙스 뮤지컬

광주시립미술관팝페라마술공연

주안미술관팝아트그래피티전시

아빠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