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6월 10일 금요일제20263호��
문 화

518민주광장에서 신나는 돗자리

파티즐기세요

지난 4월부터 동구 일대를 흥겨운 축

제장으로 만들고 있는 광주프린지페스

티벌이시민웃음을사냥하러돌아온다

프린지페스티벌이 오는 11일 518민

주광장일원에서열린다 6월부터는여

름철을맞아기존보다 2시간늦춰오후

49시에진행된다

6월 주제는 조화와 공존을 뜻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다 풀렸다 웃

음 보따리를 슬로건으로 관람객들이

개성을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램이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프로

그램은 돗자리파티다 분수대주변으

로 약 100개가 깔릴 예정이다 마치 소

풍을 나가 돗자리 위에서 먹고 쉬고

노는것처럼통기타동아리사물놀이동

아리 등이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노래

를 부르고 놀이를 하며 축제를 만들어

간다 각동아리들은해가진후에는촛

불을밝히고장기자랑을펼치며분위기

를고조시킨다

축제절정은오후7시30분부터9시까

지는펼쳐지는 돗자리DJ댄스파티다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DJ se�

fo 등이 출연해 흥겨운 음악과 현란한

DJ공연을선사한다

또 푸드카페 뷰티카페(페이스페인

팅) 등관람객쉼터공간도인근에마련

돼 먹을거리 등을 돗자리 위에서 즐길

수있다

오매댄스경연대회도놓치지말아야

할무대다 오후 7시부터 오매송 오매

댄스 시범공연에 이어 시민 15팀이 무

대에올라댄스실력을겨룬다 1등(1팀)

에게는 50만원 2등(2팀) 30만원 3등(3

팀) 10만원이상금으로수여된다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버스킹 공

연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

원앞과민주의종주변등두곳에서열

린다

어린이문화원 앞에서는 오후 4시부

터 랩음악을 들려주는 타르트 혼성

보컬그룹 센슈얼 돗자리공연을좋아

한다는 돗자리듀오 등특색있는지역

8개팀이출연한다

민주의 종 주변에는 어쿠스틱밴드

엔틱 여성싱어송라이터 MD 등 4개

팀이오후 46시무대에오른다 6시부

터는 광주 현대춤페스티벌이 열린다

위재연 무용단 숨 놀 춤 임선영무용

단 변화 선지현BlackJ무용단 col�

laboration 광주현대무용단 제자리

에등수준높은현대무용을선보인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마임 퍼포먼스

(518시민군상) 오매댄스 오매송이

산발적으로열려관람객시선을붙잡을

예정이다 또한복입기 화분만들기캐

리커쳐 네일아트 등 다양한 체험이벤

트도 마련된다 매 행사 때마다 호응을

얻고있는금남로주먹밥데이에서는각

자 개성에 맞게 직접 주먹밥을 만들어

먹을수있다 그밖에청년예술가 30팀

이 참여하는 광주 아트상품 판매전시

공간에서는세상에서하나밖에없는아

트상품을만날수있다

한편 프린지페스티벌은오는11월26

일까지 매월 둘째 주는 518민주광장

넷째 주는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문의 062224032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여름밤 시원하게웃어보자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11일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풀렸다웃음보따리를슬로건으로펼쳐진다 사진은여우별밴드가출

연한지난행사버스킹공연 광주일보자료사진

서예 발전과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는 학정 이돈

흥(70) 선생이 제4회 석재서병오서예상을 수상했

다

석재서병오서예상은 영남 출신 대표적 서화가

석재 서병오(18621935)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

념하고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석재서병오기념사업회가 주최주

관한다

전국 만 60세 이상원로서예가들을대상으로선

정하고있으며상금은 1000만원이다 1회수상자는

구당 여원구 2회는 도곡 김태정 3회는 삼여재 김

태균선생이다 전라 지역 출신으로는 학정 선생이

처음이다

학정선생은현대미술관초대작가 광주미술협회

3대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북경대학서법예술연구

소객좌교수중국산서대학교초빙교수 (사)국제서

예가협회장 (사)학정연우서회 이사장 학정서예연

구원장등을맡고있다

문하생들로 구성된 (사)학정연우서회에는 올해

로 35년째 세계청소년서예대전를 개최하며 서예

인구양성에힘쓰고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19일이며 대구문화예술회관

에서 12월1925일 초대전이 열린다 문의 053

253312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1일 오후 4시9시

분수대주변돗자리 100개

DJ댄스파티댄스 대회

버스킹공연먹거리풍성

광주프린지페스티벌 518민주광장일원서 돗자리파티
학정 이돈흥 석재 서병오서예상 수상

서정적인 농촌 풍경을 화폭에 담는 문

재성 한국화가가 26일까지 전남대병원

CNUH갤러리에서개인전을개최한다

문작가는이번전시에서별빛이쏟아지

는 농촌풍경과 반딧불이를 소재로 한 작

품 20여점이선보인다

작품 반딧불이시리즈는 한지에 수묵

채색을통해은은하고강렬한색채감으로

농촌 밤 풍경을 묘사했다 적막감이 흐르

는 산 밑 마을에 반딧불이가 발산하는 노

란빛을 배치하며 마치 동화 같은 분위기

를선사한다

문씨는 한국 미술대전 특선 한국화대

전특선 무등미술대전특선등 20여회 수

상경력을 가졌다 현재 한국 미술대전 초

대작가 한국미협 한국화분과 이사 환경

미협회원등으로활동중이다 문의 062

2205104 김용희기자 kimyh@

(재)광주아시아인문재단(이사장강정

채전전남대총장)이 11일오전 10시무등

산 천제단에서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천제(天祭)행사를개최한다 한국문화예술

위원회광주시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광주한살림

등산솔성수도원이공동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현실을위로하고광주평화와번영을

기원하기위해치러진다지역문화예술인

들과 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종합문화

예술행사다

전통문화예술인 박필수 선생 가수 박

양희 이효복시인 풍물굿연구소가함께

한다 천제분야 전문가 강화도 황선진 서

울 양시창 곡성 김현인씨가 하늘신에게

아뢰는 고천문을준비한다

(재)광주아시아인문재단은지난 2013

년부터 단오날을 맞이해 천제단을 진행

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교류행사

와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01094413427 김용희기자 kimyh@

성악아카데미 제63회 정기연주회가 오

는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소극

장에서열린다

아이 러브 오페라를 주제로열리는이

번 연주회에서는 비제의 카르멘 구노의

로미오와줄리엣 등유명오페라아리아

를들려준다

소프라노 강숙자<사진>씨가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스키키중 오사랑하는나의

아버지를들려주며바리톤길경호씨는레

온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중 여러분

한말씀드려도될까요?를노래한다

그밖에 소프라노 윤한나정수희장마

리아 테너 김정규

윤승환 바리톤 김

일동씨가 로미오와

줄리엣 중 하나님

내 핏속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집니

다 푸치니의 라보

엠 중 오 미미는

돌아오지않네 오페라 돈카를로 중 함

께살고함께죽는다 카르멘 중 아무것

도나를두렵게할수없어 등을들려준다

피아노 반주는 이지은씨가 맡는다 문의

01036568038 김미은기자mekim@

성악아카데미정기연주회 14일 광주문예회관

반딧불이

문재성개인전 26일까지전남대병원갤러리 광주아시아인문재단

문화예술인과함께

내일무등산천제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