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제20348호��
문 화

조각은어떤사람이봐도 좋다는느

낌이들어야됩니다 그러기위해서는작

가자신부터조각을좋아해야해요 평생

하고 싶은데로 작품 활동을하다보니 사

람들이상도주고예술원회원도되고그

러더군요

지난 11일 광주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에서 만난 한국 조각계 거장 전뢰진(87)

작가는겸손한태도로일관했다 그는박

물관 내에 최근 조성된 박물관 갤러리

에서 11월11일까지 열리는 원로작가 9

인특별전에참여했다 정윤태명예관장

이대한민국예술원회원인전작가를특

별 초대해 처음으로광주에서 전시를 가

지게된것이다

전 작가는 서울에서 광주 작가들과

함께단체전을연적은있지만광주에서

전시를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남부대 정윤태조각공원 등을 가봤는데

광주가 왜 문화도시로 불리는지 이유를

알겠다고방문소감을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재롱(높이 47)

소녀상(높이 20) 등비교적규모가작

은대리석소재작품 2점을선보인다 재

롱은 엄마곰이 아기곰 팔을 번쩍 들고

있는 모양을 아기자기하게 표현했다 전

작가는쪼고다듬는과정을여러번반복

해다른것보다제작기간이 23배더걸

린작품이라고설명했다

소녀상은 네모난 돌에 소녀 얼굴이

새겨져 있다 반대편으로 돌려보라는

말에 작품을 한바퀴 돌려보니 뒷편에도

똑같이생긴얼굴이있었다

평론가들은 돌에온기를담았다 가

족의사랑을표현했다고들하는데전그

렇게생각한적이한번도없어요 제성격

대로 작품이 나올 뿐입니다 화강석보다

는다루기쉬운대리석으로 큰작품보다

는소규모조각을주로작업했어요

서울에서태어난그는원래화가가되

고싶었다 월북작가이쾌대선생이운영

하던 성북회화연구소에서는 물방울 작

가 김창렬 등과 함께 그림을 배우기도

했다 서울대 미술학부 도안과에 입학했

지만 625가터지며학업을중단했다 서

울수복후학교로다시돌아가려고하니

학적부가 모두 없어졌다며 1학년으로

다시입학해야된다는이야기를듣는다

그러던 중 홍익대 미술학부장으로 있

었던 조각가 윤효중 선생을 만나게되고

독립기념관 불굴의 한국인상을 제작했

던장성출신김영중과도같이공부했다

윤 선생 아들 가정교사를 하면서 홍

익대조각과에편입했죠 같은서울대출

신김영중선생은얼굴만알았지잘모르

던 사이였어요 편입 면접을 볼 때 심사

위원들이 김영중 선생을 아느냐고 물어

보더군요 모른다고하면불합격될것같

아서냉큼잘안다고대답했어요

27살이었을 때 어느날 미국 백악관에

서 학교로 연락이 왔다 전뢰진이 몇살

이냐 결혼은 했느냐 등을 물어왔다는

것이다 미술협회 전람회에 출품했던 대

리석 조각을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

워미국대통령에게 선물하면서 전작가

는유명세를탔다

전 작가는 가느다란 팔목을 보여주며

조각은 힘이 아니라 끈기로 하는 것이

다며 작품을 잘 만들어야겠다 깊은

메시지를 담아야겠다 생각하지 않고 좋

아하는작품을만들다보니여러운이찾

아왔다고말했다

광주는각미술대학에조소학과가없

다는소리를듣고안타까웠어요 후배조

각가들도 힘들겠지만 조각을 즐기다 보

면좋은날이찾아올것입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소녀상

역동적인 몸짓으로 풀어낸 아리랑은

어떤모습일까

2016 아리랑브랜드공연은 아리랑과

광주정신을담아낸지역의작품을발굴

브랜드화를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지금

까지 타악그룹 얼쑤 인수화풍 내벗소

리민족예술단 아리랑을 찾아서 꿈속의

고향이관객들을만났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지막 작품인 임지형&광주현

대무용단의 U(우)리랑이 오는 1718

일오후 7시30분빛고을시민문화관공연

장무대에오른다

작품 제목 U(우)리랑의 U는 YOU

의 U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광주리

모양 U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또 민주

ㆍ평화의 가치를 꿈꿨던 광주의 포용력

과 아리랑 고개를 우리 함께 넘어가자

는의미도담고있다

작품은 평화의땅에소식을전하는소

년의이야기를모티브로하고있으며 아

리랑새벽의아침 신작로비오는아리

랑 사랑을 찾습니다멈춰버린 아리

랑 혼돈아리랑환상 아리랑무등타

고가자! 등총 5막으로구성돼있다

작품은 역동적인 춤사위와 함께 현대

적 느낌의 무대 장치 미디어 아트(황정

남) 고난도플라잉기법(유승용) 등이어

우러져풍성한볼거리를제공한다

안무는 임지형 조선대 교수가 맡았으

며대본은최영화씨가썼다 연출의조주

현 음악의 김철환씨 등이 함께 힘을 보

탰다 홍동리선유라여차현김현재

김유진김선민김진아시 등 30여명의

무용수가출연한다

광주현대무용단은지금까지전국무용

제에서 3차례대통령상을수상한팀으로

수준높은공연을선보여왔다

무료공연 관람을원하는시민은전화

로 신청 접수 가능하다 문의 062670

7946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춤사위로풀어낸 평화 아리랑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U(우)리랑 공연171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시동구세계조각장식박물관갤러리에서 11월11일까지열리는 원로작가9인특별전에참여한한국예술원회원전뢰진작

가가출품작 재롱 옆에서예술인생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각은힘아닌

끈기로하는것

누가봐도

좋다는 느낌들어야

창단후 벽장속의아이 알마의즉흥극 등을무대에올리

며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는젊은연극그룹 공연창작소아

라리연(이하 아라리연)이이번엔창작뮤지컬을공연한다

아라리연은오는 16일까지(평일오후 8시토요일오후 5시

ㆍ8시 일요일 3시) 광주 동구 씨어터 연바람 바다에 꽃이 피

다를무대에올린다

작품은 아름답고 찬란했던 학창 시절을 배경으로 그 시절에

함께나눴던고민과순수했던사랑에대해이야기한다누구나

한번쯤겪어온이야기들이다

한아이가등교하는길 음악을 연극을친구들을사랑하는이

들은자신들만의시간속에서꿈을꾸고고민을나눈다또서로

에게위로받고또그안에서사랑을한다 장래희망 연애 가족

취미선생님등그무엇하나중요하지않은것이없는아이들은

각자의아름다운희망과꿈을품고저마다의여행을떠난다

극단대표황민형씨가연출을이영주임주신씨가음악을맡

았으며안무감독한종신무대디자이너이헌씨가함께호흡을

맞췄다 임성재 이연우 정현호 손다희 최효주 정낙일 최으

뜸빛 강정은이출연한다 일반 2만원청소년 1만5000원blog

navercomarariyeon 문의 01082080528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아름다운가곡으로더욱깊어가는가을밤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황선욱) 10월행사가 14일오

후 7시강숙자오페라라인연주홀에서열린다

가을의기도를주제로열리는이번행사에서는김현승시인

의 시에 김영준 작곡가가 멜로디를 부친 가을의 기도를 함께

배우는시간을마련한다

특히이번행사는회원들의연주도눈길을끈다 장흥식 이현

경 박상휘황선제 최광신 최해훈 유옥순 김우진 서혜란 남

신 이대영씨가 강건너봄이오듯 동심초 한송이흰백합

화 그리운순천만 님의노래 그대창밖에서등을부른다

그밖에 꿈나무 연주 무대로 김혜윤(효덕초 4)양이 출연하며

클라리넷연주자장성규씨가 기다리는마음을들려준다

또 우리가곡부르기 여성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꿈오

라기중창단이 박원자시인의 호숫가에서와 하늘빛너의향

기를연주하며김다희씨를초청 우리민요 배띄워라를 듣는

시간도 마련한다 함께 부르는 노래는 산들바람 그대 창 밖

에서 사랑하는마음등이다

회비 1만원을내면음료와간단한먹을거리를제공한다 ht�

tp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010

26652328 0626007135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서 처음 작품 선보이는 예술원 회원 전뢰진 조각가

작품잘만들생각없어

좋아하는일즐길뿐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원로작가 9인특별전참여

아라리연 창작뮤지컬공연

바다에꽃이 16일까지씨어터연바람

아름다운가곡 깊어가는가을

오늘우리가곡부르기 10월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