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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년간지역사진기자들이국내

외를 누비며 찍은 피땀어린 결과물을

만날수있는자리가마련된다

현장의 눈빛 2017 광주전남보도

사진전이 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신

세계갤러리에서열린다

한국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장 최현배) 주최로 열리는 전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지역 일간지 사

진기자들이국내외에서취재한사진

100여점을선보인다

지난 해 4월 여수 무궁화호 탈선 사

고 무안경비행기추락사고 영광칠산

대교붕괴등끊이지않는사건사고를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당시헬기 기

총소사논란등사진기자들이발로뛰

며만들어낸작업물들이전시된다

비엔날레등의문화행사 광주와전

남에서 열렸던 흥미로운 축제장의 모

습을담아낸사진등도접할수있다

또 2016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촛불집회 현장을

기획전으로 구성돼 관람객과 지역민

들을찾아간다

최현배 회장은 이번 전시작품들은

사진기자들이 현장에서 땀과 노력으

로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다며

작품하나하나를통해역사의현장에

서 묵묵히 일하는 사진기자들의 열정

을느낄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

이번 전시는 다음달 9일부터는 전

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일주일간 21일

부터는 담양 국제청소년교육재단 내

유당갤러리에서 한달간 진행될 예정

이다

한편 1993년 아시아나 항공 추락사

고를 취재하다 순직한 박경완 기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돼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박경완 기자상에는 지난해 5월

곡성에서열린 곡성세계장미축제 현

장을 드론을 이용해 취재 보도한 광

주일보김진수기자가수상했다 시상

식은 22일오전 10시에개막식과함께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

나명주작 국과수518 탄환흔적조사

김진수작 백남기운구행렬

현장의 눈빛

광주전남보도사진전2227일 신세계갤러리

올해문화체육관광부가주관한 한국관

광도시 100선에 선정된 대인예술시장 야

시장 별장이기지개를켠다

개장 9년차를맞은 별장은 올해미술

음악 등 매체장르 간 융복합을 시도하

고 중견청년 작가 콜라보 작업을 유도해

아트플랫폼 진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는 사업팀상인시민셀러들

이돌아가며주관을맞는 삼색(三色) 야시

장을개최해자생력갖추기를시도한다

올 첫 행사가 열리는 2월(1825일 오후

712시) 주제는 씨앗과 함께춤추는달

이다 시장이라는 현장에 인문학 씨앗을

파종하고 함께 춤추는 예술행위를 통해

인문예술시장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18일 야시장에서는 어화둥둥 정유년

을테마로국악대향연이펼쳐진다

극단 갯돌이 참여해 거리 곳곳에서 길

놀이와지신밟기를하며별장의힘찬출발

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정유년을 기원한

다 이어 신시사이저와 가야금 대금 연주

자로 구성된 율 실내악단이 나서 영화

캐리비언의 해적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을 연주하는 등 퓨전국악을 선보이며 흥

겨움을 더한다 젊은 가야금연주단 가연

하비 공연도눈길을끈다 정선옥 가야금

명인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가연하비

는 이번 행사에서 렛잇비 오블라디 오

블라다 백만송이 장미 등 팝송과가곡

가요 민요등을가야금선율로들려줄예

정이다

25일에도 다양한 남도 소리를 즐길 수

있다 정가(正歌) 남도민요를계승한 이성

순 명창이 참여해 가사(歌辭)와 시조 창

등 전통음악을 선사한다 한우리 국악단

은대금산조판소리단가남도민요를공

연하며 국악인모임 청출어람은 가야금

병창이생강류 대금 산조판소리 춘향가

등으로관람객을맞는다

어린이들에게인기를끌고있는대인시

장 제2주차장에 마련된 옴서감서 체험장

도 오픈한다 야시장이 열리는 동안 일회

용 플라스틱 컵과 나무꼬치 등 재활용 쓰

레기를이용해화분을만드는리사이클링

팟(Recycling Pot)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자원 재활용과 씨앗을 심으며 자연과 생

명에 관해 생각해보는 자리로 직접 만든

화분은집에가져갈수있다

매달 다양한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는

한평갤러리도 맛있는미술로 16일부터 3

월11일까지 새해 첫 전시를 연다 이번 전

시에는 강부연김다인김빛나이명은

이정은채경남 등 청년작가 6명이 참여

한다

박근혜 대통령 등 현 시대를 어지럽힌

인물들이 서로 돈을 떠먹여 주는 오늘의

메뉴(김빛나)를 시작으로 현대인을 닭에

비유한 이정은작가의 퇴화를 감상할수

있다 또 숨은 관찰자 찾기(김다인)는 거

센 파도 속에 위태롭게 떠있는 배들을 공

중에서 바라보는 눈을 그려 사회를 풍자

한다

그밖에 하얀 국화로 캔버스를 채운 국

화둥둥(강부연) 머리에 닭을 이고 달리

는어린이가등장하는 비행연습(채경남)

등밝은이미지작품도출품한다

한편 별장사업팀은 대인예술시장 내

아트컬렉션숍 미담 운영자와 셀러스튜

디오입주작가를공모한다 아트컬렉션숍

운영자는 지역 문화상품 판매와 함께 다

양한기획사업을추진한다접수는28일부

터 3월9일까지다 10명(팀)을 모집하는셀

러스튜디오 입주자에게는 창작공간이 지

원되며별장에서상품판매기회를제공한

다 오는 27일까지 별장프로젝트에 서류

를접수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blognaver

combyeoljang)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

의 06223314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대인예술야시장 별장 문 엽니다

인문학 시민공동체 인문지행 21번째

문화예술기획이 오는 19일 오후 2시 광주

극장영화의집에서열린다

앞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파리 루브르

박물관소장품을집중감상하는시간으로

첫회에서는 보티첼리와 다 빈치를 중심

으로살펴본다

이번에중심적으로다루는작품들은보

티첼리의 자유 학예 모임 앞의 젊은 남

자 성요한과함께있는성모자 등과레

오나르도 다 빈치의 암굴의 성모<사진>

모나리 세례요한 등이다그밖에피사

넬로의 젊은 공주의 초상화 미켈란젤로

의 죽어가는노예도만나본다

인문지행은 문화예술기획을 통해서 명

작에담긴예술적가치를공유하며인문학

적 가치의 확장을 지향한다 인문지행 대

표 심옥숙 박사가 기획과 진행을 맡고 있

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cafedaumnet

harete 문의 01026569208010

52055668 김미은기자mekim@

루브르박물관보티첼리다 빈치작품감상
인문지행 문화예술기획

19일광주극장영화의집

최경남작 비행연습

18일 올 첫행사

율 실내악단 가연하비

어화둥둥정유년 국악향연

25일판소리남도민요선사

지난해 대인예술시장 야시장 별

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셀러상품을

살펴보고있다

옴서감서체험장도오픈

한평갤러리 맛있는미술

내달 11일까지새해첫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