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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가 진행하는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 7월 행사가 오는 11일 오후 7시30

분광주문예회관소극장에서열린다

고전음악 속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호남필하모닉오케스

트가출연 베토벤과모차르트의음악을

들려준다

이준행 지휘자가지휘봉을잡은이번

연주회의첫곡은모차르트의오페라 마

술피리 서곡이다 이어 러시아 피아니

스트알렉산더야코블레브가영화 엘비

라마디간 삽입곡으로유명한모차르트

의 피아노협주곡 21번을들려준다

러시아 국립라흐마니노프 콘서바토리

와동대학원을졸업한그는각종콩쿠르

에서 수상했으며 러시아 라흐마니노프

콘서바토리 스페인 베나스쿠교수로 활

동하고있다피날레곡은베토벤의교향

곡5번운명이다문의0622262032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매달 둘째넷째주 토요일에 열리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7월에는 내 안

의너 네안의나를주제로찾아온다

518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9일은 우

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를 슬로

건으로 텐트 돗자리를 펴고 각종 즐길

거리를마련했다

분수대주변에는누구나이용할수있

는돗자리약 100개가깔린다 시민들은

돗자리위에서지역동아리팀과함께노

래를부르고놀이를하며축제를만들어

간다가장재미있고잘노는3팀을뽑아

치킨영화티켓등선물도줄예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앞광장과민주의종주변등무대2곳에

서는한여름더위를날릴버스킹공연이

오후 4시부터펼쳐진다 민주의종무대

에서는 오후 5시30분에는 극단 신명이

마당극 꽃같은시절을선보이며오후7

시에는 (사)창작국악단 도드리가 태동

그리고 4言을무대에오른다

축제 절정은 오후 8시30분부터 9시까

지는 펼쳐지는 돗자리 DJ댄스파티다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DJ sefo

등이출연해흥겨운음악과현란한DJ공

연을선사한다

한편 매주 토요일 펼쳐지고 있는 나

비야궁동가자 는 78월 대인예술야

시장은 30일 8월 6일휴장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은 8

일 오후 4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광주젠더포럼 발족 4주년 기념포럼을

개최한다

행복한 광주! 젠더이노베이션을 주

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저출산고령

화문제가사회적이슈로대두되면서인

구구조 변화에 따른 관심이 한층 더 부

각되는상황에서기획되었다

문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

구위원이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대

해 주제 강연을 하며 장미영 광주대 교

수가 결혼과출산및일가정양립에대

한가치관조사설문결과를분석발표

한다

토론자로는 전남대학교 신말식 교수

김영필 광주은행팀장 이달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광주여성재단

김정란연구위원이참여한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서예 부흥을 꿈꾸며 남도 서맥(書脈)을

잇고 있는 지역 서예인들이 전시행사를

잇따라 열며 광주를 묵향으로 물들이고

있다

(사)광주서예협회(이사장 서재경)에서

주최한 2016 제1회 서예페스티벌이 13

일까지 예술의 거리 518민주광장 은암

미술관 DS갤러리일원에서열린다 광주

서예협회는 지난해까지 비정기적으로 개

최했던서예체험행사를올해부터는페스

티벌로 공식화하고 서예인구 저변확대에

나섰다

전시는 평생 먹과 붓으로 살아온 남도

작가들을 초대하는 남도의 필묵인생전

(DS갤러리)과 서예 산업화에 초점을 맞

춘 생활속에먹빛전(은암미술관) 등 2가

지주제로펼쳐진다

남도의 필묵인생전은 척박한 예술 환

경에서 전업 서예가로 활동하며 후학을

길러온 50세이상작가약 20명이참여한

다 서재경이사장을비롯해오명섭 전명

옥 정광주 정정식씨 등 중견 작가들의

농익은솜씨를만날수있다

생활 속에 먹빛전은 다양하게 형태를

변형해 생활 속에 스며든 서예 작품들로

구성된다 글씨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

한 캘리그래피 작품 등 산업화를 시도하

는 서예 미래를 엿볼 수 있다 강상희 김

다혜김종숙등작가 50여명이참여해신

선한아이디어작품을출품한다

예술의 거리와 518민주광장에서는주

말(910일) 오후 서예체험과 퍼포먼스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작가들이 가로 10m세로 15m

대형천에글씨를쓰는시연을비롯해 가

훈캘리그래피체험부스를운영한다

또 서예협회는 광주서예상을 제정 올

해부터매년작품성과광주서예발전에공

이많은작가 1명을선정해시상할계획이

다초대수상자는우석박신근작가가선

정됐다문의 01036183185

서예페스티벌과같은기간(713일) 광

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는 동국서

화학회(회장 남경 김현선)가 제4회 동국

서화학회전을연다

지난 2007년 결성된 동국서화학회는

광주전남 문인화가 2명 서예가 7명(남

경 김현선고묵헌 정석흔죽암 정무남

예속 강덕원동우 최돈상묵정 민병희

고봉 이선경경헌 문재편토은 이용욱)

으로 구성됐다 2007년 창립전을 연 이래

3년에 한번씩 중국 베이징 베트남 등에

서회원전을가졌다

이번 전시는 문인화 전통서예 현대서

예 등 각 회원들이 각 5점씩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문의 062222

8053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서예인연합회

(회장전진현)가공동주최한 광주제주서

예교류전이 상록전시관에서 924일이

진행된다 자유분방한 남도 전통 서법(書

法)인 동국진체를 추구하는 광주 서예와

추사와 소암을 계승한 제주 서예를 한번

에만날수기회다

이번전시는지난해 11월제주도서예가

협회(회장 임정택) 초청으로 제주도에서

열렸던교류전답방형식이다

광주 작가 50명 제주 작가 45명 등 총

100여명이참여해서예 문인화 전각 서

각등작품 100여점과부채작품 60여점을

선보인다 1층은제주도작가 2층은광주

작가작품으로구성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제주 작가는 대

부분 서예계 거목이었던 소암 현중화

(19071997) 선생제자들로구성됐다

9일오후 4시부터진행되는개막식에서

는담헌전명옥(광주)범수서재경(광주)

청남임정택(제주) 작가가나서대형화선

지 위에서 대형 붓으로 글씨를 쓰는 퍼포

먼스를펼친다문의 062613539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그윽한묵향에빠지다 행복한문화충전천원의낭만 7월 행사

11일 광주문예회관호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출연

야코블레브 이준행

신나는춤노래한여름밤돗자리축제

내일 518광장 일대서광주프린지페스티벌

광주여성재단오늘젠더포럼발족 4주년기념포럼

광주서예협회가 13일까지동구예술의거리 518민주광장일원에서 제1회서예페스티벌을연다지난해서예협회가진행했던시

민체험프로그램 광주서예협회제공

광주제주서예교류전에 출품된 제주 임

정택(위) 작가와광주전진현작가작품

우석박신근작 송강선생시

광주서예협회 13일까지

금남로일대서예페스티벌

캘리그래피체험퍼포먼스

시립미술관금남로분관

13일까지동국서화학회전

924일 상록전시관

광주제주서예교류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