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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2월 열리는

2017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과 함께

할 운영요원(큐레이토리얼 어시스턴트)

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하고참가자 10명을모집한다

큐레이토리얼 어시스턴트(Curatori�

al Assistant)는 행사의 기획운영 등

관리자 역할을 하는 큐레이터를 보조

하는역할로페스티벌현장에서행사진

행에중요한역할을한다

교육은 오는 8월 11일부터 26일까지

다 모집기간은 오는 8월 7일까지 구글

페이지 (googl formsEBXIAfFjc�

TaGXTaG3)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무료교육 문의 0626707492

박성천기자 skypark@

기타리스트박주원의 기타콘서트집

시시네마가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

화예술회관소극장에서펼쳐진다

박주원이광주에서단독공연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날 공연에서

는 2년 전 발표한앨범 집시 시네마 수

록곡들을들려준다

러브 스토리 주제곡과 라라의 테마

(닥터 지바고) 선율이 플라멩코의 땅고

스(tangos) 리듬으로 연주되며 감미로

운 남과 여 주제곡은 플라멩코 중에서

도가장역동적인불레리아스(bulerias)

리듬으로들을수있다 첨밀밀에삽입

됐던서정적연가 월량대표아적심(月亮

代表我的心)은 화려한 룸바 곡으로

007 제임스 본드 테마는 폭풍처럼 질

주하는집시스윙으로변신한다

이번 공연에서는앨범에 수록된영화

음악 외에도 슬픔의 피에스타 집시의

시간 캡틴NO7 등 박주원의 다양한

오리지널 곡도 함께 선보인다 또 박주

원이가장존경하는플라멩코기타의전

설 파코 데 루치아(Paco de lucia)의

대표곡 Entre dos aguas도 들려줄예

정이다 문의 0626138379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기타리스트

박주원

첫광주공연

김원중의달거리 2017 빵만드는공연이오는 31일오

후 7시30분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열린다

이날공연의주제는 여성여인여자이며강위원의사

회로진행된다

김원중과느티나무밴드 아카펠라 The Present퓨

전국악 루트머지 강윤숙의재즈트리오팝페라 빅맨

싱어즈 밴드 프롤로그 박성언밴드 바닥프로젝트

우물안 개구리 등이 무대에 오른다 또 주홍 작가가 참

여해샌드애니메이션을선보일예정이다

이번 달 달거리 초대손님은 광주오카리나합주단과 원

산지역아동센터이며 빵 만드는 갤러리는 박태후 작가가

함께한다지난 2003년달거리를시작한김원중은2005년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와 인연을 맺으며 빵 만

드는공연을시작해지금껏이어오고있다

이 공연은 오는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찾아

온다 매달아티스트와스텝 50여 명이하나로뭉쳐통일

을향한희망을키워간다

북한 어린이를 돕고 싶은 시민들은 공연 후 모금함에

입장료를 내거나 후원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010

36705802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운영교육참가자모집

내일광주문예회관소극장

김원중의달거리공연 3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시원함이뚝뚝보는것만으로도피서

전명옥작 김미지작

한동훈작 설상호작 한동훈작이선복작

광주시립미술관기획전

8월 20일까지부채그림전

예술가 22명 40점 전시

염순영작

이창훈작

내일선착순 150명

시민부채만들기행사

조금만움직여도땀이쏟아지는무더위에 부채는더없이

좋은친구다 시중에서파는기성품도좋지만세상에하나뿐

인 부채를 갖는 것도의미있다 한여름 시원한 부채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작가들과 함께 나만의 부

채를만들어보는시간도있으니일석이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여름맞이 기획전 부채그

림전을오는 8월20일까지본관 1층아트라운지에서연다

전시장에서 만난 부채그림들은 다채롭다 푸른색 물이 뚝

뚝떨어질것같은새파란색이인상적인작품도있고 시원한

녹색의심원속으로끌어들이는부채도있다 아름다운누군

가의얼굴도보이고 간단한문자추상으로멋을부린부채도

있다

이번 전시에는원로서예가 전업작가 청년작가 실용예술

가 미술전공자등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는예술가 22명의

작품 40점이출품됐다 장르도서예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공예 등 다양해 개성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참여작가

는 김미경 김미지 김연호 김효정 설상호 양홍길 염순영

오경민 윤세영 윤준영 이선복 이정윤 이창훈 이혜영 임

근재 전현정 한동훈 황순칠 담헌 전명옥 비석 박익정 질

그릇이흥홍학정이돈흥씨등이다

26일오후 4시6시까지는 시민과함께하는부채그리기

행사가 열린다 설상호이선복이정윤 작가를 비롯해 이번

전시에참여한작가들이함께시민들과작품을만든다 선착

순 150명 한정으로 1인당 1점씩제작할수있다 모든재료는

미술관에서준비한다

이날그린 시민작품중일부는현재아트라운지에걸려있

는작가들부채그림과함께전시될예정이다문의 062613

7141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김원중

지금까지 오다의명령형은 오너라

였다 종결어미 거라의뜻풀이에 오

다를 제외한 동사 어간 뒤에 붙어라는

단서가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이제는

오거라로도쓸수있게됐다

국립국어원은 24일 실제 언어생활과

비교해의미와용법이다른것을바로잡

고표제어를추가삭제한 2분기 표준국

어대사전수정내용 32건을발표했다

이번 표준국어대사전 수정으로 인해

풍물놀이를하는무리인 풍물패 하나

의 자음자로 이뤄진 받침인 홑받침

매우 짧다는 뜻의 짧디짧다가 표준어

로 새롭게 인정됐다 또 세후와 강도

언어생활에서많이쓰이는의미가추가

됐다

늦되다에는 어떤일을하는데평균

보다 더 걸리다는 뜻풀이가 새롭게 생

겼고 소지는 본래의 바탕이라는 뜻

풀이에 문제가 되거나 부정적인 일 따

위를 생기게 하는 원인이 추가됐다 단

어 몽니의 뜻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심술을

부리는 성질에서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못할때 내는심술로뜻풀이가간

단해졌다

이와함께국립국어원은자주 쓰이는

외래어를우리말로바꾼다듬은말도발

표했다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

적으로작용하는 증거를의미하는외래

어 스모킹 건은 결정적 증거가 다듬

은 말로 정해졌고 스마트 모빌리티와

퍼스널 모빌리티의 다듬은 말로는 1

인자동차가뽑혔다 연합뉴스

오너라 대신 오거라 써도됩니다

국어대사전수정 32건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