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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7차 아셈문화

장관회의가 개최되며 수많은 타지인들이 광주를 방문

한다 아셈회의에 맞춰 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 금남

로등동구일대에서풍성한축제가열리며방문객과시

민이한데어우러지는기회가마련된다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이 풀렸다웃음보따리를 슬로

건으로 25일오후 49시금남로일대에서펼쳐진다

이번 행사에는중국닝보시 일본 요코하마시공연예

술단이참여해푸른연극마을 서영무용단 얼쑤등지역

예술단체와어우러진다

오후 3시30분부터 금남로특설무대에서 무등애가 등

지역대표예술작품공연에이어오후 6시부터는요코하

마시소방악단이흥겨운기악무대를선보인다 오후 6시

30분에는중국정신문명건설공정상을수상한닝보시예

술단이 십리홍장여아몽 바다에 이르다 등 창작극을

무대에올린다

금남로 충장로 곳곳에서는 음악공연을 비롯한 벌룬

매직코믹쇼 저글링마술 코미디클라운마임등관객웃

음을뺏는버스킹무대가마련된다

그밖에 프린지중고악기장터 집단아트 벽화그리기

캐릭터박스아트 도시락데이 티셔츠만들기 등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도진행된다 문의 0622240323

같은시간(오후 27시) 예술의거리에서는 나비야궁

동가자 행사가 플라워아트를 주제로가족관람객들을

맞는다 선착순 300명을대상으로플라워아트체험을진

행한다 또 예술의거리상인들이참여해짚풀공예 컵케

이크만들기 한국화그리기등 40여가지행사를즐길수

있다 중앙초등학교사거리무대에서는오후 3시부터통

기타색소폰연주 인형극 토끼뻥튀기 오카리나연주

가이어진다 문의 0622230137

동구 대의동 학원가 상인공동체 조우도 뻔뻔축제

패밀리가 떴다 첫번째 행사를 오후 28시 진행한다

조우에는 외환은행부터 동부경찰서 사이에 위치한 상

인 약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봉구스버거 마피아주스

고봉민김밥 커피전문점 점보 등이 참여해 먹을거리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한복체험 버스킹공연 풍선선물도

마련했다 문의 0622360580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이 열리는 문화전당에서는

전통과현대예술을만날수있는전시가동시에진행된다

7월17일까지 문화정보원 특별전시장에서 열리는 새

로운고전전통 오늘의일상은 한국전통공예가어떻

게변해왔는지한눈에볼수있는전시다 대한제국과일

제강점기에운영됐던공예제작소작품부터 1970년대잡

지 뿌리깊은 나무 발간인 고 한창기(19361997) 선생

과 이상철 디자이너가 만든 작품까지 전시한다 3개 주

제로 나눠 밥그릇 소반 꽃신 등 소소한 한국 전통미를

선보인다 문화창조원 더 그라운드(복합1관)에서는

ACC커미션라이트배리어세번째에디션 전시를 24

일부터 10월23일까지감상할수있다 ACC_커미션시

리즈는 창제작센터와 작가가 협업해 작품을 공동 제작

하는 시리즈로 이번 전시에는 미디어아티스트그룹 김

치앤칩스(Kimchi and Chips)가참여했다

손미미(한국)와 엘리엇 우즈(Elliot Woods영국)로

구성된 김치앤칩스는연무가자욱한텅빈공간에오목

거울 630개를설치하고프로젝터빔을쏘아3차원형상을

표현한다 수백개 거울이 제각기 반사하는 빛가닥들을

특정한곳으로모아한덩어리빛을만들어 3차원그림을

그린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accgokr) 참조

문의 18995566

금남공원무대에서는뮤지컬 전우치Back to the fu�

ture를만날수있다 2425일 29일7월3일오후 8시

관객과 소통하는마당극스타일 탄탄한스토리 귀에

감기는음악짜임새있는안무등으로관객시선을붙잡

을 예정이다 김형묵김예진민정기 등이 출연한다 무

료관람 문의 062511275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신나는문화축제주말금남로서놀자

광주에서 활동하는 풍류회 죽선방과

대구향제줄풍류보존회 합동 연주회가

오는 26일 오후 3시 광주빛고을국악전

수관에서열린다

달빛 풍류의 만남빛고을과 달구벌

의 줄풍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

번 공연에서는 죽선방이 상령산을 들

려주며 대구팀은 잔풍류와 뒷풍류를

연주한다

또 조창훈(대금) 윤선숙(거문고) 가

야금(권미선) 사재성(장단)씨 등 두 단

체연주자들이 영산회상을 김계희(생

황) 이승엽(단소)씨가 생소병주를 들

려준다

죽선방은 조창

훈(중요무형문화

재제20호대금정

악 예능보유자)

성심온(전남대 명

예교수)씨가 대

구향제줄풍류보

존회는 사재성씨

가지도위원으로참여하고있다

지난 19일에는 대구 한울림 소극장에

서공연이진행됐었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빛고을과달구벌 달빛 풍류의만남

26일 광주빛고을국악전수관서합동연주회

23일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개막식에서인기아이돌그룹 B1A4가축하공연을펼치고있다페스티벌은26일까지국립아시아문화전당일대에

서펼쳐진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셈회의 맞춰 풍성한 문화행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커미션라이트배리어전시작품 금남공원에서열리는뮤지컬 전우치Back to the future 공연

中日공연팀참가프린지페스티벌

문화전당 라이트배리어 전시

예술의거리 300명 플라워아트체험

상인공동체 조우 음식판매거리공연

금남공원무대뮤지컬 전우치 공연

조창훈

광주시가 주최한 2016 제29회 광주

광역시 미술대전 서양화 부문 대상에

작품 FORGETTINGCity Life32을

출품한 김영일(광주37) 작가가 선정됐

다▲한국화부문에는오우종(33서울)

작가의 겨울나무 ▲문인화 홍경표

(58전남) 녹수홍연 ▲서예 양용복

(60서울) 홍우원선 ▲공예 인영희

(55전북) 창조 ▲건축 송지영

(22전남) 정형근(22전남) 박진우

(22전남) Urban Connecter ▲디자

인 왕현건(24광주) 패키지디자인 삭

스파트너 ▲미디어 김명우(33광주)

selfexistence가올랐다

올해는 10개부문에총 1694점이접수

됐으며 이중 특선입선 등 총 994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에는 각 500

만원 최우수상에는 각 200만원이 상금

으로수여된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대회에는 실험

적인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창의력이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다고 평

가했다

입상작품은 7월59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추천초대작가작품과함께

전시되며 시상식은 7월5일 광주비엔날

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문의 062222

8053 김용희기자 kimyh@

서양화대상작 FORGETTINGCity Life32

광주시미술대전한국화대상오우종씨

서양화대상김영일씨10개 부문 994점 입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