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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않네

미디어아트

120% 즐기기

최근 예술 경향은 여러 장르를 결합해 다양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게 미디어아트

다 미술에서 파생된 미디어아트는 평면 회화에

서벗어나빛과소리 설치작업을융합하며최신

기술과트렌드를한눈에보여주고있다

특히광주는지난 2014년유네스코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선정되며미디어아트분야를집중육

성하고있다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리는 미디어스토리전은지역미디어아티스트

들의톡톡튀는아이디어를만날수있는전시다

김명우김자이김진화나명규박상화손봉채

신도원이매리이이남이정록임용현정선휘

정운학정일등작가 14명이참여한다

김진화 작가는 회화와 LED 빛을 이용해 어두

운 방 유리창을 통해 보여지는 실루엣을 표현한

다 작품 꿈속에 살고 싶어라는 유니콘이 날아

다니는신기하고환상적인풍경을담았다

박상화작가는어릴적살았던한옥집에대한추

억 향수 상상을비디오조각형식으로표현한 In�

nerdreamHouse을출품한다한옥모형에창문

과 출입문에 모니터 5대를 설치해 197080년대

사진이야기등을소재로만든영상을선보인다

이이남작가가작업한 Reborn Light Mother

of Pearl 작품은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영상

작품이다 자개로 치장된 거대한 우주선이 하늘

로올라가며우주적인이미지들과현대적인요소

들이 어울려 빛의 하모니를 만든다 문의 062

3601631

여수 예술마루에서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작가

들을 만날 수 있다 오는 8월28일까지 열리는 미

디어풍경은 관람객들과호응하는미디어아트작

품을 전시하다 김동현김민호김유석김해인

김혜경로컬포스트박종영서정아성정환왕지

원이탈이현정정승민하이브홍성대 등 작가

15팀이참여한다 이번전시는인터랙티브(상호작

용) 작품 위주로 꾸며져 관람객들은 체험을 통해

놀듯이현대미술을배우고느낄수있다

성정환 작가는 Rabbit World를 통해관람객

들과 눈싸움을 한다 영상 속에는 서있는 수많은

토끼들은 관람객들이 움직이는대로 고개를 돌리

며응시한다집단과개인의권력싸움을표현했다

그룹 하이브가 선보이는 LEAF는 관람객들

과함께만들어가는작품이다 나무모형을설치하

고가지끝에미니모니터를달아놓았다 사람들이

소원 메시지를 입력하면 미니모니터에 출력되고

이전메시지는나뭇잎처럼떨어진다쪽지등아날

로그소통방식에대한추억을상기시킨다

30일과 8월 132027일에는 김동현 작가와움

직이는 장남감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입장료

5000원 문의 0618087080

광주시동구대의동학원가에위치한바림미디

어스페이스에서는 오는 23일까지 작가 6명이 참

여하는미디어아트레지던시를운영하며각종체

험행사를진행한다

레지던시는 Digital Practice기술을 다루는

기술을주제로김현석전유진 최하람함준서등

작가 4명과이동훈강민형기획자가참여하고있

다이들은 퍼블릭프로그램 토크쇼 결과보고전

등을진행하며시민과소통에나선다

퍼블릭프로그램은페이스북 트위터등다양

한 웹 서비스를 원하는 대로 조합해 나만의 프로

그램을 만들 수 있는 체험행사다 9일 오후 4시

16일 오후 1시 바림 1층 무한상상실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미디어아트를 주제로작가들과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나누는 네 개의주제는 상영발표 토

의등으로구성된다누구나참여할수있다 지난

5일첫번째행사를시작으로 14일오후 5시 16일

오후 4시에진행될예정이다

2327일에는레지던시결과물을발표하는전

시를연다 문의 062236058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chkim@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발레 라 바

야데르 오페라 마술피리

서울예술의전당무대에오른공연작

품을스크린으로생동감있게만나볼수

있는 SAC on Screen(삭온스크린)이

하반기프로그램을발표했다

상반기백건우피아노리사이틀연극

메피스토 등을 상영했던 광주문화재

단과 전남문화관광재단은 하반기에도

사업을이어간다

SAC on Screen에서는 오페라 발

레 연극등다양한장르의공연을 10대

이상의4K카메라로촬영한초고화질영

상을만날수있다또서라운드효과등

최적의소리울림을느낄수있다

광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오후 7시)

에서진행되는하반기첫공연은13일열

리는 유니버셜발레단의 라 바야데르

다 이어베를린필하모닉카메레타(8월3

일)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9월7

일) 예술의전당제작오페라 마술피리

(10월5일) 유니버셜발레단 심청(11월2

일) 김선욱 피아노리사이틀(12월7일)이

상연된다 무료 관람 선착순 예약 100

명 문의 062

6707941

전남문화관광

재단은 무안 남도

소리울림터 공연

장에서 영상을 선

보인다

남도소리울림

터 공연장은 최신

음향설비를 갖춘 한옥형공연장으로일

반 멀티플렉스 영화관보다 15배 큰 대

형스크린(15m×8m)을 통해 생동감 있

는공연실황을감상할수있다

상영작은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

형(13일27일 오후 7시) ▲베토벤코리

안 심포니(8월 17일31일) ▲유니버셜

발레단 라 바야데르(9월 7일28일) ▲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10월 5일26

일) ▲유니버셜 발레단 심청(11월9일

30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도소리울림터 홈페

이지(namdosori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19810280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이북경창작센터2017

년도제9기입주작가를모집한다

모집인원은 4명이며 만 55세 이하 광

주지역출신작가면지원이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를 내려받아 작성 후 약력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을 8월11부터 1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로 방문우

편제출하면된다

제9기 입주작가로 선정되면 2017년 1

월부터 12월까지 중국 북경창작센터에

입주해 오픈스튜디오 결과발표전 등에

참여하게된다

광주시립미술관북경창작센터는 2009

년 12월 중국 북경 환티에 예술구에 개

관해 지역작가 세계 진출과 교류를 돕

고 있다 북경 기획자 작가 화랑 관계

자 미술대학교수 현지언론사등에입

주작가들을 소개하고 기획초대전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062613715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진화작 꿈속에살고싶어라

성정환작 Rabbit World 이이남작 Reborn Light Mother of Pearl

광주신세계갤러리 726일

지역작가 14명 미디어스토리전

바림미디어스페이스 23일까지

전시체험행사작가와의대화

여수예울마루 8월 28일까지

전국 15팀 참여 미디어풍경전

광주시립미술관북경창작센터입주작가 4명 모집

예술의전당공연작품영상으로만난다

광주전남문화재단김선욱콘서트등프로그램발표

유니버셜발레단 라바야데르

김선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