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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국 69개 갤러리 즐거운 미술축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

이하 ACC)은 여름방학 중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ACC 틴즈(TEENS) 서포터즈를오는

20일까지약 3주간운영한다

작년부터 운영하는 ACC 틴즈 서포터즈는

ACC투어해설사전시해설도슨트고객안내어

린이체험관도슨트어린이체험관문화교육가등

을 보조하고 체험하는 활동으로 중고등학생들

로구성돼있다

1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기본교육

을 2주차에는 현장 보조지원을통해 멘토링 활

동을 3주차에는 배정된 직업군에 대한 1일 직업

체험활동을하게된다 활동기간동안작성한일

지와 사진을 담은 에세이집을 발간하며 소정의

활동비 ACC 공연및전시할인 기념품증정등

이주어진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 17이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김대중컨벤션센터에열린다사진은지난해열린행사모습 광주일보자료사진

맑은 수채화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전시회

가열린다

도립전남옥과미술관은지역대표수채화그룹

인광주전남수채화협회(회장한부철)를초청 오

는 9월 7일까지아산1실에서초대전을개최한다

물빛으로담다를 주제로열리는이번전시에

는 김효삼김근희권진용김수옥김종안김충

호김희남나안수류신설상호송정희염순

영오관영이준성전병문한태희씨 등이 참여

한다

두터운 질감의 유화 작품과 달리 수채화는 투

명하고깔끔한느낌을받을수있어상쾌하다 작

가들은 치자꽃과 세잎 클로버를 소재로 삼기도

하고 세월과 함께 늙어 가는 어느 부부 농사 짓

는아낙봄을만끽하는아이들의풍경등삶의모

습을화폭에옮겼다 또하화도풍경등아름다운

전라도사계도담았다

지난 2001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로 구성된 광주전남수채화협회는

다양한 기획전과 교류초대전 등을 진행해왔다

문의 0613637279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한국화 모임 산묵회(山墨會) 창립전이 4일부

터16일까지광주시북구자미갤러리에서열린다

선묵회는 전남대 평생교육원 한국화반에서

정산(丁山) 백현호 선생의 지도를 받은 회원들의

모임에서출발했다 매년 한국화한마음전이라

는타이틀로전시회를열어오던회원들은지난해

14번째 기획전을 마무리 한 후 정식으로 모임을

꾸리기로하고창립전을준비해왔다

이번 전시에는 강장원김상인김선부김영

의나연나류희남서병운설수정박성련백계

철씨등 모두 23명이 참여해 아름다운자연의 모

습을 묘사한 작품을 선보인다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 흰 눈 날리는 산사의 모습 신비한

운무에휩싸인 산 짙푸른 녹음이 인상적인숲속

풍경 등을 수묵담채로 그려낸작품들과 연꽃 모

란등화려한꽃을소재로한작품들을만날수있

다 오픈식은 4일 오후 6시다 문의 062410

8395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오션갤러리참가작가인토마스라마듀작품

한부철작 담다

칼리파갤러리와참여하는허욱작가의작품

즐거운 미술 축제가 열린다 여유가 된다면

그림한점구입해도좋지만 그냥전시장을둘

러보고다양한그림들을감상하며안목을키워

가는것도좋다

제8회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 17이

오는 9월 28일부터10일 1일까지 4일간열린다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던 행사

는 올해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일정이 겹치면

서기존행사장소였던김대중컨벤션센터로옮

겨진행된다

아트광주 17은 일반적인 아트페어의 상

업성과 함께 공공성을 지향하는 문화장터다

전통적인 아트페어에서 만날 수 있는 갤러리

부스와함께작가개인부스각종특별전과기

획전등이관람객들을기다리고있다

올해 갤러리 부스는 모두 69개가 운영된다

이중해외갤러리는 5개국 18개다 중국 789예

술지구에 위치한 양갤러리와 프랑스 프랑수아

즈 리비넥 갤러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

여하며 미국낸시투메이파인아트 영국의폴

티고 갤러리 등이 새롭게 포진했다 지난해 광

주비엔날레와 행사가 맞물리면서 해외 갤러리

참여가 많았지만 올해 참가팀이 줄어든 점은

아쉬운대목이다

국내 갤러리는 모두 51개가 참여한다 광주

의 경우 지난해 6개 곳이 참여했던 데 반해 올

해는 갤러리 봄 이화갤러리 S갤러리 등 10개

가부스를열었으며서울경기지역 21개 갤러

리를비롯해부산대구전남지역갤러리가참

여했다

3년 전부터진행하고있는개인작가부스는

지난해보다 21개가 늘어난 136개가 운영된다

정송규박주하송필용 등 지역 작가 107명 등

전국에서활동하는작가들이참여했다

패기 있는 청년작가들을 응원하기 위한 청

년작가전은올해도이어진다 30년역사의 광

주청년작가회 회원 등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

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 60명이 참여하는 부스

12개를운영 신선한작품을선보일예정이다

 다양한 기획전도 눈길을 끈다 전통수묵화

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이뤘던 문

인화의거장남농허건(19081987)과 아산조

방원(19262014)의 작품을집중조명하는 남

농 아산전이 열리며 무등산 분청사기 강진청

자 옻칠공예 현대공예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예향공예명품전도진행한다

민화전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는 서울

가화박물관소장품과호남민화사랑회작가작

품들을볼수있으며부산 대구 인천등각지

역을 대표하는 전국 11개 도시 초대작가전도

기획중이다

특별전으로는 올해 광주시와 우호교류도시

10주년을맞은 중국우한시특별전 등을협의

하고있다

부대행사로는 판화체험(정이석) 금속공예

체험(정 참) 염색체험(최희영) 에코백 실크스

린체험우드사진액자제작등다양한프로그

램을마련했다

그밖에 다양한 아트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아트숍과미술관련서적을판매하는아트나우

다양한붓을전시판매하는골든브러쉬등미

술 장터도 운영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

터오후 8시까지다 문의 062222805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9월 28일10월 1일 DJ센터서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 17

문화전당 청소년 자원봉사 ACC 틴즈 서포터즈 운영

한국화 모임 산묵회 창립전 416일 자미갤러리

물빛으로 담다

전남옥과미술관 9월 7일까지

광주전남 수채화협회 초청전

美英中 갤러리 등 참여

개인 작가 부스 136개 운영

청년작가전 60명 작품 출품

남농아산전 등 기획전도

김용운작 사인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