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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머금은 모래로 한국화를 그리는

백미리내작가가12일부터18일까지유

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땅과 땅

위의것을주제로첫개인전을연다

백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땅과 땅 위

의 것 흔적순환시리즈 등 3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는모래를거대한세상이담긴상

징으로 생각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바위가 점점 쪼개져 모래가 되는 과

정을삶의무게를덜어내는과정과똑같

이봤다

한줌모래를먹에적혀화선지에뿌린

뒤손으로휘졌는다작품 순환 흔적

얼굴 등은거친면과선이특징이다 단

아한 붓질보다는힘이느껴지는까닭은

여기에있다

또 땅과땅위의것시리즈는너른들

과 높은 산 해 달 등 자연을 소재로 삼

았다 서양추상표현주의와만난동양적

사고 작가의 독특한 기법이 어우러진

실험적표현방식을볼수있다

백씨는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한국화

를전공하고올해광주국제아트페어영

아티스트전 신안 김화기 국제아트페스

티벌 등에 참여했다 현재 은암미술관

레지던스여성작가로활동중이다 문의

0623608432 김용희기자 kimyh@

아트타운갤러리가가을을맞아 10월

의향연 소품판매전을 17일까지연다

이번행사에는광주 전남 서울 중국

등에서활동하는작가 14명이참여해한

국화 서양화 조각 설치 등 60여점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김성숙 노여운

류현자 박진우 박영진 양나희 이정

기 이영희 이지희 유량성 장용림 조

성숙 주성범 황경숙등이다

작가들은 10호 크기 최근작들을 선보

이며판매가는50만원부터시작한다

김성숙 광주교육대 미술교육과 교수

는 낙엽으로 물든 산을 형상화한 가을

의 환영을 출품한다 노여운 작가가 그

린 꽃은 피어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시든 꽃을 소재로 시간 흐름을 표현한

작품이다 류현자작가는 사모곡연시

리즈를통해어머니에대한사랑을표현

한다 중국 유량성 작가가 작업한 모자

이크시리즈는붉은바탕에바이올린을

표현한혼합미술이다

그밖에 이정기 작가는사과조형물 안

쪽에 깨진 유리를 붙인 설치작품 사과

맛을 보다!를 황경숙 작가는 여성 조각

상 I see You를 판매한다 문의 062

2327141 김용희기자 kimyh@

전라도는 대표 고을 전주와 나주 머리글자를 합친 말로 고려

현종(9921031) 때 만들어진 전라주도(全羅州道)에서부터 비롯

됐다 하지만약 1000년이넘은현재전라도중심도시는전주 나

주가아닌광주다

조선시대 광주는전라도 50여 고을 중 중간 규모 도시였다 인

구는 전주 7만 나주 6만에 한참 뒤진 3만명에 불과했다 광주는

1896년 13도재편과정에서나주에있었던지방통치기능을옮겨

와전남도청소재지가된다 이때부터광주는 빛고을이라는의

미답게눈부시게발전했다

2016년은나주에서행정중심지가광주로옮겨온지 2주갑(120

년)되는 해이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13일부터 11월13일까지

오디세이 광주 120년 기획전을 열며 광주 발전 과정을 되돌아

보고미래를예측한다

총 4부로구성된이번전시에서는사진 문헌 그림등자료 200

여점을선보인다

제1부 1896년 광주에서는 광주가 오늘날 광주전남 인구의

40% 호남권 인구 30%가 모여 사는 거대도시로 발전한 계기인

1896년에주목한다 초기발전과정과함께도청이처음엔광산동

이아닌 금남로1가전일빌딩자리에있었고 현재옛도청건물은

1930년에신축됐다는이야기등을들려준다 또한 1900년대초전

남도 예산을 광주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전액 충당했음을 보여주

는자료 광주군결세전상납미납성책도새롭게발굴소개한다

제2부 일제강점기의충장로와광주천에서는일제강점기에광

주가 도청소재지라는이점을활용해근대도시로 변모해가는과

정을 다룬다 대표적 사례로 충장로를 꼽았다 1930년대 충장로

유명상점과상품등관련자료를소개한다

또도시개발양면성을보여주는광주천변천사도살펴본다택

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192030년대 직선하천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광주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둘러본다 1930년대 광주

천을사실적으로묘사한서석초등학교소장그림도공개한다

제3부 1960년대의 금남로는 도로확장과 택지개발에 초점을

맞춰광주가현대도시로도약하던 60년대이야기다

금남로확장과정에숨겨진비밀 그과정에서희생된금남로4가

단풍나무 경양방죽매립과태봉산훼손에관한자료도전시한다

1928년 태봉산에서 출토돼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 중인 인

조의아들용성대군태항아리와태지석도선보인다 또한 1960

70년대인구 30만에서 70만으로급증하면서겪은애환도만날수

있다당시시민들은매일수돗물문제로전쟁을치르듯살았다

마지막 제4부 도시의 확장 제1순환도로에서는 1970년에 착

공 1988년 완공된제1순환도로를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광주

변천사를다룬다 1백년전 한 시간이면시내한바퀴를돌수있

었던광주는제1순환도로안쪽으로인구절반인50만명이거주하

는대도시로바뀌어있었다 1970년대주택난과연료난은당시시

민들의 최대관심사였다 1966년등장한광주 최초미도아파트부

터 최초 아파트단지인 운암동 주공1단지로 이어지는 주택 이야

기 그리고연탄에얽힌사연을소개한다 문의 062613536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20년 광주변천사한눈에본다

노여운작 꽃은피어난것

현광산동에 1925년신축된광주면사무소1896년광주시동구금남로1가에있던전남도청

서석초등학교가소장하고있는 1930년대광주천그림

땅과 땅 위의것백미리내첫개인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3일11월 13일 오디세이 광주 120년 기획전

태봉산에서출토된용선대군태항아리

나주행정중심광주이전 120주년

사진문헌그림자료 200여점 선봬

광주발전과정되돌아보고미래예측

18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땅과땅위의것

아트타운갤러리 17일까지소품판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