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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퀘어문화관이 주최하는 아름다운 예술시장<사진> 올

첫행사가오는 21일 2층야외광장 유테라스에서펼쳐진다

아름다운예술시장은 지역에서활동하는예술가들이자기작

품을알리고지역민들과소통할수있도록마련한플리마켓이다

지금까지매회지역작가30팀이참여해직접만든비누옷 팔찌

과예술품판매뿐아니라 One Day 작업공방을열어재능을나

누고있다 예술시장은참가수수료는없으며대신지역예술계발

전을위해수익일부를광주문화재단에기부하도록권장하고있다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담당자메일(sekmax27@navercom)로보내면된다신청서

는매달 110일받고있다

한편아름다운예술시장은매월셋째주토요일오전 11시30분

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열리며 다음달 행사는 2월18일에 열린

다문의 0623608436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의 2017년 사업 설

명회를 전국 5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오는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라권설명회를갖는등 18일부터서울

춘천 대전 부산에서연다

문광부는 올해 지역 문화재단과 문화

예술단체 문화기획자등지역문화를주

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대폭확대할예정이다

광주 1930 양림쌀롱 등 지난해 처음

추진한 지역 거점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

업에는전년대비해 20억원이증가한총

50억원을투입해 40여개프로그램을지

원할계획이다

또한 청년문화예술인에게 공연 기회

를 제공하는 청춘마이크 사업(예산 28

억원)은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사업

주관처를권역별로운영한다

오페라 가곡 낭독극 등 소외된 예술

분야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이야기가흐르는예술여행(예산 6억원)

을 추진하고사업자도 공모를통해 선정

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최근박근혜 대통령 별명때문에 이미지

가 많이 안 좋아졌지만 닭은 개소와 더불

어 우리 민족과 친숙한 동물이다 우리 조

상들은여명을알리는닭을상서롭고신통

력을지닌동물로여겼다 그어느때보다도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마음이 높다 힘찬

울음소리로희망을전하는닭을만날수있

는정유년세화전(歲畵展)을소개한다

광주시립미술관광주시립미술관이

본관 1층 아트라운지에서 18일부터 2월19

일까지여는신년기획전 꼬끼오에는작

가 40여명이참여했다

강연균황영성전임관장을비롯해조진

호 관장 현재 미술관에서 중견작가초대전

을 갖고 있는 이준석 작가 광주극장 간판

쟁이 박태규 작가 허진 전남대 교수 등이

다 각 작가들은 회화 사진 서예 등 작품

50점을선보인다

강연균전관장은단란한닭가족이등장

하는작품을출품했다초록들판에가족을

지켜려는 듯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아빠

닭 병아리를 돌보는 엄마 닭이 정겨운 모

습이다

황영성전관장이그린닭은해학적인분

위기가 엿보인다 나비넥타이처럼 표현한

닭벼슬 입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얼

굴풍성한붉은깃이눈에띈다

또기개가느껴지는조진호관장의 무등

의 새 아침은 닭 날개를 알록달록 채색하

며밝은분위기를연출했다

그밖에 광주일보 신년호1월2일자 19

면에게재된강남구작가의 위풍닭닭 원

본도볼수있다 문의 0626137143

조선대미술관조선대미술관은 19일

부터 2월3일까지 정유년 세화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작가 58명이 참여해 시서화 등 평면뿐

아니라 금속섬유도자목공예 등 다양

한 장르로 표현한 개성어린 작품을 보여

준다

서유경 작가가 그린 소녀와 꼬꼬는 동

화 삽화처럼 부드러운 색 처리가인상적이

다 마트에서 세일을 하고 있는 닭고기를

함께바라보고있는어린소녀와닭친구가

눈길을끈다식

오방색을 사용한 정정임 작가의 A

Love Garden은둥근달을배경으로서로

바라보고있는암수닭병아리가등장한다

전통 민화적 기법을 사용해 크게 과장하거

나단순하게표현한방식을사용했다

정해숙 작가의 진실(Truth) 작품은 포

근함이 먼저 느껴진다 붉은 태양 밑에서

달걀을품고있는암탉은한평생자녀들에

게 헌신한 우리네 어머니 모습이다 문의

0622307832

광주신세계갤러리광주신세계갤리

리도 19일 세화전을 개막한다 2월20일까

지열리는신년기획전 어둠속에서만물의

영혼을일깨우다를마련했다

윤남웅 이선미 이조흠 전현숙 정선휘

박구환 배수민 손봉채 송영학 임현재

하루등작가 14명이전시주제에맞춰제작

한신작 20여점을출품한다

작가들은 닭 이미지에 자기 자신을 투영

하기도하고 작품을통해희망적인메시지

를전달한다

박구환 작가는 트럼프카드를 패러디한

즐거운 외출을 제작했다 종이를 잘라

붙여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닭 모습을 해

학적으로 표현했다 송영학 작가는 포기

할수없는꿈을 통해어릴적꿈꿨던영웅

모습을 작품에 담았다 펄럭이는 붉은 망

토를 걸친 큰 닭과 고글을 쓴 병아리가 등

장한다

임현채 작가는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길

바라는마음을담았다 작품 Wakeup에

는흰곰이철창에갇혀있는가운데희망의

바람이불어주길 기원하는 닭 풍향계를 그

려넣었다 문의 0623601271

한국미용박물관한국미용박물관(광

주시북구용봉로 116)에서도닭을만날수

있다 닭을 전설 속 동물 봉황과똑같이 보

고 2월25일까지 봉황일예(鳳凰一藝)전를

연다

강선호기영숙김설아김익모서현호

신선윤주홍한희원 등 청년작가부터 중

견작가까지작가 28명이출품했다

서현호 작가는 작품에 익살스런 이름을

붙였다 그닭이다 어린아이가그린듯크

레파스를사용해투박하게묘사했다

김진숙작가는독특한재료를썼다머리

카락으로 깃털을 표현한 붉은 닭 작품을

작업했다 일반물감보다짙고풍성한느낌

이강하다

그밖에 두터운 색칠로 질감미를 부여한

한수연 작가의 시간의 간극을 기록하다

팝아트 느낌으로 굵은 외곽선과 원색 깃털

을 표현한 기영숙 작가의 Happy New

Year을전시한다 문의 062514662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닭의기운으로희망찬새시대열어라

강연균작

황영성작

문광부 문화가있는날 올 사업광주설명회 24일 문화전당유스퀘어문화관 아름다운예술시장 21일 올 첫 행사

서윤경작 소녀와꼬꼬

신년기획풍성한닭세화전

광주시립미술관 18일2월 19일 꼬끼오

강연균황영성등작가 40여명 50여점 출품

조선대미술관 19일2월 3일 정유년

금속섬유도자목공예등다양한장르작품

광주신세계갤러리 19일2월 20일 어둠속

고글쓴병아리닭풍향계답답한현실탈출

정정임작 A Love Garden송영학작 포기할수없는꿈

한국미용박물관 2월 25일까지 봉황일예

머리카락깃털투박한원색팝아트느낌물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