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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조각장식박물관이 연말

을 맞아 불우이웃돕기 12인초대

전 문화나눔으로따뜻한세상을

을 23일부터 2017년 1월23일까지

M갤러리에서개최한다

참여 작가는 한국화 고운 박광

식양계남김재일하철경 서양

화 김병모정철김효삼박은수

고희자 조각 신은학 한갑수 장

규오 등이다 김상덕 관장 참여

미술인등이기증한작품판매수

익금전액은전시가끝난후광주

시 동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

로기부할계획이다

고운박광식작가는향토적정서로가득채운 화(和)를출품했

다황금물결이넘실대는들녘을배경으로소쿠리를머리에인엄

마와아들이손을꼭잡는모습이정겨운작품이다

김재일 작가가 그린 황산의 운해는 운무로 뒤덮인 황산을 통

해자연의신비로움이느껴진다

하철경 한국예총 회장은 여유를 가득 담은 제주도의 하루를

전시한다 한적한바닷가마을에서낚시하는사람 강아지와뛰노

는 어린이 등을 등장시켰다 오픈식 23일 오후 5시 문의 062

222007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불우이웃껴안는문화나눔

세계조각장식박물관내일부터 12인 초대전M갤러리

광주문화예술회관이 1월8일 까지

대극장에 자리한 갤러리에서 다양한

한국현대미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

신명을연다 이번전시는전국 50대

이상 중견 작가(김광로김만희김미

숙박동진송동영신흥우윤명식

이두섭이정태이종송이희중) 11명

이참여해회화 40여점을선보인다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디지털 시

대를살고있는작가들은광복이후급

변했던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전통 가

치와정체성을현대적으로재해석한다주제 신명은한국특유의

긍정적정서를함축시켜정통문화예술를대변하는말이다

김광로 작가는 청록색과 녹색 노란색이 조화를 이루는 추상화

Harmony를 출품했다 김만희 작가가선보이는추상화 No ti�

tle에서도파랑빨강검정이조화를이루는것을볼수있다

박동진 작가는여러말들이질주하는모습을다양하게 묘사한

COSMOS 연작을통해자유를이야기한다

관람시간공연있는날오후 1시밤 9시 공연없는날오전 10

시오후 6시 문의 0626138357 김미은기자mekim@

한국현대미술 한국사재해석

광주문예회관중견작가 11명 기획전 신명 다음달 8일까지

한숨과 분노로 가득찼던 2016년도 어느덧 다 가

고 정의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신년이 다가오

고있다떠들썩한새해맞이보다는고요한산사(山

寺)에서 자신을되돌아보고희망을기원하며신년

을맞는사람들이늘고있다

광주 전남북유명사찰들이신년맞이템플스테

이(31일2017년 1월1일) 접수를 받고 있다 인기

사찰들은 모집이 금방 끝나버려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고불총림장성백양사는 새로운시작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31일 오후 4시 사찰

예절을 배우는 습의(習儀)를 시작으로 저녁공양

범종타종이이어진다 오후 6시30분부터는두시간

동안 스님과의 토크 콘서트가 열려 마음 치유시간

을 갖는다 1일에는 새벽 5시 예불을 마친 후 백암

산산행에나선다 도집봉에올라일출을보고운문

암에서떡국을먹는다 문의 0613920434

순천 송광사도 31일 오후 4시부터 습의 저녁예

불이진행되고오후 7시에는한시간동안유나스님

이 법문을 펼친다 새해 첫날에는 새벽 3시에 일어

나 대웅보전에서 예불을 올린 후 오전 6시30분 만

수봉에 올라 일출을 감상하고 불일암에서 참배한

다 문의 0617555350

영광 불갑사는 아(我)물라를

주제로한해를되돌아본다 오후 6

시 두시간 동안 차분하게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스님과의 차담 아

(我)물라 명상시간을 준비했다 1

일 새벽 4시에는 108배와 108염

주를 만들어보며 정신 수양을 한

다 불갑산 연실봉에서 신년 해를

맞고 새해소원 기와불사 체험 소

원지 쓰고 불 태우기에 참여한다

문의 0613528097

해남대흥사는저녁예불스님과

의 차담(소원지 쓰기)을 비롯해 밤

11시새해발원기도 달집태우기 탑돌이 타종을진

행한다새벽 4시에는두륜산에올라땅끝에서솟아

오르는신년해맞이를한다문의0615355775

해남 달마산에 자리잡은 미황사는 참회정진 시

간을 준비해 지난 1년간 과오를 뉘우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넘이음악회 연등행렬등다양한볼거

리와함께스님과의차담을진행한다 달마산해맞

이 산행에서는 완도와 청산도 사이에서 떠오르는

해를볼수있다 문의 0615333521

국보57호 철감선사부도탑을만날수있는화순

쌍봉사는 새해 첫날 108배를 시작으로 타종 체험

해맞이 산행등이이뤄진다 또 스님과의대화 나

에게쓰는편지 등 사색의시간을 갖고 오분향례

를열어심신을정화한다 문의 0613723766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구례 천은사에서는 31일

절에서직접만든발효차를마시며묵은해를보낸

다새해첫날에는오전 6시30분부터는연꽃소원등

을만들어금강송숲길을걸으며새해를맞는다 문

의 0617814800

그밖에 여수 흥국사 완도 신흥사에서도 템플스

테이를연다

광주전남과가까운전북사찰도수양인들을기

다린다

고창선운사에서는 31일은윷놀이 작은음악회

노래자랑등즐겁게보낸다 자정에는제야의종타

종으로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맞는다 이튿날

새벽 6시 천마봉에서 해를 맞고 산신재를 올린다

문의 0635611375

부안 내소사도 108배 탑돌이 별빛명상 소원풍

등날리기해맞이 산행을 준비했다 문의 063583

3035

템플스테이예약은사업단홈페이지(wwwtem�

plestaycom)와 각 사찰 홈페이지에서 30일까지

할 수있다 산행에 필요한 방한용품 등산화 손전

등 보온물병등을꼭챙겨야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찰명 비용(단위만원) 문의전화

장성백양사 전원5 0613920434

순천송광사 성인6 중초 4 0617555350

영광불갑사 전원5만원 0613528097

해남대흥사 성인중고생5 초등생3 0615355775

해남미황사 성인5 학생 3 0615333521

화순쌍봉사 성인5 학생 5 0613723766

구례천은사 성인5 학생 4 0617814800

여수흥국사 성인5 중고생3 초등생 2 0616855633

전
남

부안내소사 성인6 학생 5 0635833035

고창선운사 성인중고생 6 초등생 4 0635611375전
북

완도신흥사 성인6 학생 4 0615542202

신년맞이템플스테이(31일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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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작 황산운해

박동진작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