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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 5월 첫

째주주말 광주가축제분위기에빠진다

오는 6일 열리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매주 토요일 금남로 일원)이 5월을 맞이

해 인권자유평화를주제로펼쳐진다

이번달은각각의가치를표현하는프로

그램으로꾸며진다

평화를상징하는대표프로그램은마임

퍼포먼스 518시민군상과 빛의 군상이

다 마치 움직이지 않는상처럼 서있다가

사람들을놀라게하거나같이사진을찍는

이벤트를준비했다

인권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플래시

몹 엄마가 달린다를 진행한다 학교폭

력가정폭력차별 없는 세상 캠페인를

비롯해 플래시몹 버스킹 등다양한방

법과형태로 인권을이야기할예정이다

자유 프로그램 열정의버스킹시리즈

는아프리카타악그룹 아냐포가이끈다

시민들과 함께 젬베 악기를 즉흥 연주하

면서하모니를만들어가는참여형공연을

기획했다 또 록밴드 차가운 체리 위플

레이가무대에오른다

이외에도 518희생자를기리는 518시

계탑촛불과 518희망주먹밥 등 시민참

여체험프로그램을즐길수있다

이번 행사는 상설음악회오월의 노래

가 진행됨에 따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할계획이다 문의 0626014914

같은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

화원나눔광장에서펼쳐지는 음빛고을거

리공연도빼놓을수없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힙합 어쿠스틱

블루스등다양한장르를선사한다

첫 무대는어쿠스틱 밴드 필링 셀러가

나선다 가수선미의 보름달 국카스텐의

gavial 블랙핑크의 불장난 등을 자신

만의버전으로들려준다

이어프리스타일랩을선보이는랩퍼이

석 1인 블루스밴드 김거봉 어쿠스틱밴

드 크레파스 공연이이어진다 그밖에흑

인문화를추구하며지역에서힙합작업을

하고 있는 Sneeze(김용수) 7080가요부

터 최신 아이돌 음악까지 편곡해 들려주

는 그루밍어쿠스틱등을만날수있다

야간에도즐길거리가풍성하다 문화전

당 아시아문화광장에서는 열리는 HOW

FUNNIGHT 행사가대표적이다

56일 오후 7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유명밴드공연이이어진다 5일에는볼빨

간 사춘기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브로

콜리너마저 6일에는프롬신현희와김루

트김반장과 윈디시티술탄오브더디스

코가나선다

HOW FUNNIGHT는 ACC 대표

축제 HOW FUN3 연계행사로 7일까지

열리며플리마켓과푸드트럭도운영한다

HOW FUN3는 5일 어린이날 기념식

흙소리청소년연희단의길놀이공연등공

식개막식을연다 문의 0626014363

대인예술야시장은 소풍을 주제로 오

후 7시부터밤 11시까지개장한다

가정의달을맞아가족들이다함께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거리공연

유별난 극장에서는 창극단 소리치다

클래식팀 트럼펫콰이어 공연을 비롯해

판타스틱 미스테이크 밴드와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의합동무대가마련돼눈길

을끈다

옴서감서체험장에서는엽서에가족편

지쓰기 카네이션 만들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2331420

신선한음식을맛볼수있는남광주밤기

차야시장도 56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

까지열린다 토요일오후 7시부터는페이

스페인팅 일회용타투체험행사를연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점점 햇볕이 뜨거워지는 5월 푸르른

파도가 시원함을 선사하는 전시가 열린

다우미경작가가고흥남포미술관에서

21일까지 남쪽 바다를 꿈꾸다를 주제

로개인전을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구상회화 바다 시

리즈 추상화 Composition 시리즈 등

신작 40여점을선보인다

여수에서 태어난 우 작가는 캔버스에

물감을 여러번 칠해 질감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

에담아왔다

바다 시리즈는 시간과 날씨에 따라

변화무쌍한 바다를 보며 느꼈던 감정

들을 표현한 작품이다 잔물결이 이는

푸른 바다부터 석양빛으로 물든 바다

까지섬이나배없이오직바다만을그

렸다

또 꽃을 주제로 한 작품들도 전시한

다 동백이 흐드러지게 핀 오동도와 진

달래가풍성한 영취산을캔버스에옮겨

화려한색채향연을보여준다

그밖에 Composition은 다양한 풍

경들을 색면으로 단순화해 마음 속 느

낌을강조했다

우씨는서울인사아트센터 예술의전

당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미술관등에

서 개인전 29회와 다수 기획단체전을

가졌다문의 061832000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이 주최하는 2017년 성

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

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이 오

는 8일과 12일 오후 3시광주여성재단 8

층강의실에서열린다

이번교육은 2016년우수사례를공유

하는프로그램과 2017년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의 운영방향 2017년 성별영

향분석평가 지침의 이해 성인지 관점

으로소설읽기 등으로구성돼있다

또 최근 부각되고 있는 여성의 안

전 이슈를 고려 장미현 박사(젠더 공

간 연구소장)가 시설 및 공간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가이드라

인을 주제로강의한다 도시 공간에서

의 성별 요구 및 성별 특성과 사회문

화적 젠더 관계의 개선 등 젠더 이슈

를 중점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이다 문

의 0626700527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5월 첫 주말도심문화축제에빠지다

매주토요일열리는 음빛고을거리행사가6일에도찾아온다여성그룹 미켈 공연모습

4일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주최한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3 행사장을방문한시민들이다양한프로그램을즐기고있다 최현배기자choi@

그리움이닿는곳에

남쪽 바다를꿈꾸다우미경개인전

고흥남포미술관 21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이 오는 29일 오후

24시 제5회어린이문화재그리기대

회를연다

이번 대회는 박물관 12 전시실과 중

앙홀에서진행되며 전남과광주에거주

하는 초등학생(813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수있다

대회 주제는 행사 당일에 공개된다

참가자들은주제에맞춰마한시대를중

심으로 한영산강 유역의역사문화삶

등을박물관전시품과상상력을담아자

유롭게표현하면된다

참가 신청은 8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단체(학

교) 250명 개인 50명을 접수받을 예정

이다단체는담당교사가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뒤 FAX

(0613339872) 또는 Email(ej0277@

koreakr)로 제출하면된다 개인은 홈

페이지에서직접신청할수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 29일 어린이문화재그리기대회

광주여성재단 812일 성별영향분석평가 워크숍

내일광주프린지페스티벌

플래시몹버스킹록밴드

문화전당 음빛고을거리

힙합어쿠스틱등공연

56일ACC 하우펀

대인예술시장창극단무대

남광주야시장도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