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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시골전시회

나들이길에들르세요

여름으로 접어든 6월 전남 지역에서 더위를 식혀

줄참신한미술작품을만날수있는전시가열린다

담양 죽녹원 관방제림인근에위치한담빛예술창

고는 나들이길에 잠시 들러 현대 미술 흐름을 볼 수

있는전시를마련했다

최근 현대미술은발전해가는 기술에발 맞춰 평면

회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7월10일

까지 열리는 컨템포러리 아트 인 담빛전은 발랄한

상상력을 작품에 반영시키는 청년작가 예술성을 만

날 수 있는 기회다 강동호김우중문선희박세희

설박안지현이세현이연숙이인성임용현임현

채 등 작가 11명이 참여해 회화 조각 사진 설치 등

다양한현대미술장르를선보인다

조각을 전공한강동호작가는버려진폐품을활용

해새를만들었다 작품 my little bird는 귀여움이

느껴지면서도자연파괴로인한씁쓸함이전해진다

문선희 사진작가는 묻다 시리즈를 출품했다 구

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 매몰지를 앵글에

담았다 절반쯤 묻혀 있는 동물뼈는 당시 참당했던

상황을떠오르게한다

설박 작가의 어떤 풍경은 한지를 덧붙여 수묵 산

수를표현했다 구름에둘러싸인신비로운모습은인

간이도달하기위해노력하는이상향과닮았다 이외

에도박세희작가는폐가너머보이는아름다운풍경

작품을 선보이고 임용현 작가는 화면이 깨진 TV로

미디어를비판하는 Dead media by bullet을출품

했다 문의 0613838240

한여름 뙤약볕 밑에서 농사일을 하고 마을 정자에

앉아기울이는막걸리한잔에는세상사가담겨있다

특히옹기나사기잔에담아마시는막걸리맛은더욱

일품이다

함평 잠월미술관은 농사철을 맞아 막걸리에 얽힌

이야기를 선보이는 막걸리 한잔전을 30일까지 연

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다솜김승용김연수김영

설김인숙오향종유명춘유정선이나리이치헌

최종음 도예가와 목칠공예 채지윤 금속공예 김현주

작가가참여한다 작가 13명은막걸리에어울리는주

병 잔등을제작해막걸리와함께전시한다

김연수 작가가 출품한 하얀 도자기잔은 앙증맞은

디자인이돋보인다 한손에잡힐듯한크기겉면에는

빨강 파랑주황 노랑문양를더해막걸리맛을더욱

시원하게전한다 문의 07088726718

지난해 제21회 광주미술상을 수상하며 활발한 작

품세계를이어가고있는이정기작가는순천도솔갤

러리에서 20일까지개인전 사과맛을보다!를연다

이 씨는 그동안 깨진 거울 파편 돼지저금통 등을

소재로현대사회를비판하는작품활동을해왔다 이

번전시에서선보이는 표리부동 시리즈는깨진거울

을활용해사과속을표현한작품이다 겉다르고속

다르다는말을직설적으로표현했다 상큼한맛을기

대하며고심끝에구입한사과를집에와서막상한입

베어보고는바로실망한작가경험담을소재로했다

또 집에 있던 깨진 거울에 비친 본인 모습을 보고

각박한현대사회떠올린기억도작품에담았다 절반

으로 쪼개진 사과 씨 부분만 남긴채 과육만 다 먹은

사과등을통해불안정한현대인정신세계를이야기

한다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전남

미술대전 두차례 입선 2009 롯데갤러리 창작 작가

2013 유스퀘어문화관 젊은 작가에 선정되며 두각을

보였다개인전 6회와단체전 300여회에참여하는등

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문의 061751001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롯데갤러리가 22일까지 온 가족이 함

께 즐길 수 있는 화가와 그림책 2부오치근

의 초록빛 그림여행전을 연다 지난 5월 화

가와 그림책 1부김병하 그림책 원화전에

이어 열리는 이번 전시 참여작가는 오치근

작가이다

이번전시에서는맏딸은별이와함께그린

그림여행시리즈 섬진강 그림여행 지리산

그림여행을 비롯해 가족이 함께 만든 초록

비내리는여행삽화를선보인다 시리즈첫

번째 이야기인 아빠랑 은별이랑 섬진강 그

림여행은 2012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섬진강 일대의 풍광과 여

행지에서 겪은 여러 에피소드가 오 작가의

농익은 수묵담채와 은별이의 오밀조밀한 연

필스케치로담겼다

또백석시인의동화시 4편을그림책으로

펴낸 오징어와검복 산골총각 집게네네

형제 개구리네한솥밥을 만날수있다 백

시인대표작 오징어와검복은 남들에게다

있는 뼈 내게는 왜 없을까?라고 자문하는

오징어에빗대우리민족에게주권의식과적

극적인자세를강조하는작품이다

그림책 원화와 더불어 전 작업과정을 한

눈에볼수있는더미북 아이디어스케치스

토리보드등아카이브자료도전시한다

한편오는6월18일오후 3시 작가와의만남

및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선착순 20명 참가비 무료 문의 062 221

180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세상과 인간 상호관계를 발칙하게 표현하

는조은솔작가가 역할놀이ROLE PLAY�

ING을 주제로 26일까지 금봉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조 작가는 2016 금봉미

술관청년작가지원공모에선정됐다

이번전시에서작가는회화 설치 영상등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현실과 이

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간 모습을 가면을

통해묘사하며작업하고있다

작품속인물들은몸은사람이지만얼굴은

동물이나 인형 모습이다 작품 Mas�

querade ZOO 시리즈에는 곰가면을 쓴

아이가곰인형을들고있거나천진난만한표

정을 한 염소가 등장한다 관객들을 바라보

는눈빛은순진함이느껴진다

작가는 가면을 씀으로써 동심으로 돌아가

잃어버렸던 꿈과 환상 긍정적 마음을 갖자

는메시지를담았다

조씨는 러시아 Academy of Art Saint

petersburg IRepin을 수료한 후 조선대에

서서양화와시각정보미디어를전공했다 서

울 등에서 행복의 오로라 Masquerade

(가장 무도회)를 주제로 작품을 선보였었다

문의 062269988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롯데갤러리 오치근의초록빛그림여행전

22일까지18일 작가와의만남그림책만들기체험

Masquerade

조은솔작가개인전 26일까지금봉미술관

이정기작 표리부동

담양담빛예술창고내달 10일까지 컨템포러리아트인전

함평잠월미술관 30일까지 막걸리한잔전

순천도솔갤러리 20일까지이정기 사과 맛을 보다전

이인성작 숲 김연수작 막걸리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