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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트 레인보우가 오는 10일부

터 19일까지갤러리화이트스페이스(동

구 황금동 233 유생촌 3층)에서 봄의

향연을 주제로 단체전을 연다 전시 개

막식 10일오후 6시30분

이번 전시에는 김해란 문희진 이명

희 이승기 이재남 정정숙등작가 6명

이참여해흘러간봄을추억하는회화작

품을선보인다

김해란 작가는 초록빛 가득한 시골풍

경을화폭에옮겼다 수로를 따라 난 들

풀 옆으로 한적한 오솔길이 있고 멀리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향토적인 분위기

를풍긴다

이재남 작가는 노란 산수유가 흐드러

진시골풍경을선사한다

작품 찬란한봄은 평범한마을풍경

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상기시

킨다

벚꽃이흩날리는이명희작가의작품

은 봄 기운이 한껏 느껴진다 주변에서

흔히볼수있는도로변벚꽃나무이지만

조그만개울과산이함께어우러지며일

상속아름다움을전한다

이승기 작가와 문희진 작가 정정숙

작가는 봄꽃을 소재로 삼았다 하얗고

붉은꽃으로화면을가득채우고중간중

간초록잎을배치해색채향연을보여준

다 문의 0103611999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매년청년작가지원전을열고있는무

각사 로터스갤러리가 오는 9월까지 매

달청년작가 4명의개인전을개최한다

올해는 김단비(회화)박기태(시각예

술)양세미(한국화)이재원(미디어) 작

가가선정됐다 작가들에게는개인전기

회와 함께 격려금(200만원) 팸플렛 홍

보등을지원한다

첫개인전작가는박기태씨이다 오는

28일까지 아래에 서다(understand)

를 주제로박쥐를형상화한설치작품을

선보인다

박 작가에게 박쥐는 중간자적 이미

지가 강하다 박 작가는 어떤 대상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면밀히 들여다봐야한

다고생각한다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박쥐의 시

각으로는 제대로 된 이해를 하기 힘들다

는 메시지를 전한다 소수의 문화는 인

정받기힘든우리사회현실을꼬집는다

박 작가 이후에는 양세미(7월129

일) 이재원(8월129일) 김단비(9월1

29일) 작가 순으로 개인전이 열린다 문

의0623830070 김용희기자 kimyh@

이재남작 찬란한봄

고향의봄 찬란한봄

아트레인보우 단체전1019일갤러리화이트스페이스

로터스갤러리

청년작가展

28일까지박기태

최근 뜨거운 뙤약볕을 피해 밤 마실을

즐기는사람들이늘고있다 이에 맞춰다

양한 야간 문화행사가 진행되며 광주의

밤이즐거워진다

광주시 동구 달빛걸음 910일

광주시 동구가 518민주광장 예술의 거

리 오가헌 등 동구에 자리한 문화유산을

활용해기획한행사다

크게 개막식을 비롯해 오후 6시밤 11

시 야경(夜景야간경관) 야로(夜路체험

행사) 야사(夜史역사투어) 야화(夜畵

시설개방) 야설(夜說공연) 야식(夜食

먹거리) 야시(夜市야시장) 야숙(夜宿

숙박체험) 등 8개프로그램으로구성된다

개막식은 광주이야기를 주제로 9일

오후 7시30분부터 밤 9시까지 문화전당

인근 광주읍성 옛터와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배우 김성녀가 출연하는 상황극

오월의봄날광주과거와현재를보여주

는 샌드아트 광주다움 문화전당 전광판

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광주이야기 주제

공연인라틴댄스 임을위한몸짓 등이펼

쳐진다

또스토리텔러의안내로광주읍성옛터

에서 518민주광장으로 이어지는 야행투

어를진행한다

야경 프로그램은 옛 도청 일대는 빛으

로꾸민다 광주동구달빛걸음 조형물을

이용해포토존을꾸미고화려한조명을설

치한다

체험행사 야로에서는 옛 도청 내부를

둘러보는 이야기마당 오월 문화재 에코

백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 달빛 공방 예

술의 거리에서 진행되는 화랑 필방이 기

억하는궁동예술사 빛의화가오지호화

풍체험 등을추진한다

또 금남로 인근 150년된 한옥을 리모델

링한 오가헌에서는 전통놀이마당이 열려

흥겨움을더한다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역사투어 야사

다옛도청회의실앞에서상황극 오월의

봄날 예술의 거리에서는 시대거리극 화

가들의 봄날을 선사한다 오지호 허백련

등 대가들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특별

회고전도마련된다

오가헌에서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2

호이춘봉악기장이가야금이야기를들려

주고 등(燈)을 들고 광주읍성 옛터옛

도청예술의거리오가헌을걷는동구

야행달빛투어(1회 40명)를추진한다

옛 도청 회의실을 비롯해 예술의 거리

오가헌에서는 춤사위 오월의 향기 궁동

거리악단공연 오가헌풍류음악회가 열

려발길을이끈다

야식프로그램은 영흥식당 명덕식당

화필여로 등과 연계해 막걸리 주막 주먹

밥징 등을 운영하고 야시프로그램은 기

존 대인시장 남광주시장을 비롯해 달빛

마켓(문화전당브릿지)을개장한다

또청공소리 신시와 미소리 등 동명동

일대 게스트하우스와 오가헌에서는 국악

기만들기 다도체험등을즐길수있는숙

박행사를진행한다

이번 주말 행사를 놓친 사람들은 찾아

가는달빛걸음을 즐기면된다 오는 10월

까지 매달한차례 문빈정사 오지호생가

지산동오층석탑 지산유원지 오가헌등 5

곳에서음악회 문화재해설 다례등각종

체험으로구성된 달빛놀이마당을연다

자세한 일정 홈페이지(blognaver

comdgyahaeng) 참조 문의 062236

689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달빛 투

어 7일8월30일 매주 수요일정규 투

어프로그램 외에 무더운 여름 동안 저녁

시간대를 활용 문화전당(ACC) 야경을

즐길수있는계절별프로그램이다

ACC 달빛 투어에서는 문화전당을 대

표하는고해상복합멀티미디어플랫폼인

미디어월 채광정 안개분수등을만날 수

있다 문화전당민주평화교류원에설치된

미디어월(75×16m고해상다채널 사운

드 지원)은 고해상 복합 멀티미디어 플랫

폼으로 모두 60개 채널에서 문자 이미지

동영상등을선보인다

ACC에서 창작한 작품과 지역 신진 작

가들을 포함한 국내외 미디어아티스트들

의작품행사현장실황을비롯해 ACC기

자단제작영상등을상영한다 ACC 옥상

공원에있는 70여개의채광정은투어참여

자들에게아름다운야경을제공할뿐만아

니라 아시아문화광장과 나눔광장의 안개

분수는여름밤의더위를식혀줄것이다

ACC 달빛 투어는 개인단체 누구나

ACC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자에게는선착순으로달빛투어의특성을

살린초승달무드등도증정한다기념품은

확보한물량만큼만증정된다

문화전당은정기투어도진행하고있다

주로 건축물과 공간 중심의 해설 투어로

전문해설사와함께ACC 내외부시설을

1시간 동안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자세

한 내용 홈페이지(wwwaccgokr) 참조

문의 0626014067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밤에즐기는광주의역사문화와음식

광주시동구일대에서 달빛걸음 ACC달빛투어등야간문화프로그램이펼쳐진다사진은국립아시아문화전당야경 광주일보자료사진

7일8월 30일 매주수요일

채광정안개분수야경즐기고

미디어아트영상작품상영

박기태작 박쥐

김성녀
야경야사야로야화야식

문화유산활용 8개 프로그램

공연체험투어등행사

910일 동구 달빛걸음

문화전당 ACC 달빛 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