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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미술관이 주최하

는 청년사진작가전 청년의

書 작가릴레이토크두번째

행사가 9일 오후 3시 광주시

립사진전시관에서열린다

1차 토크 참가자인 인춘

교조현택작가에이어이번

에참여하는작가는문선희

김명우씨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 젊

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네트

워크 서비스를 소재로 한

Perfect World를 출품했

다 문작가는 묻다(Burial)

시리즈를 통해 2011년부터

구제역 확산 해결방안으로

진행중인가축살처분에대한인간의양

심을묻는작품을선보이고있다

두사람은이번토크에서작품에대한

소개를 비롯해 작업스타일 작업 동기

앞으로진행할프로젝트등다양한이야

기를들려줄예정이다

박세희이세현작가를포함모두 6명

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26137131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제1회 여수

음악제가 오는 9월1부터 3일간 여수 GS

칼텍스 예울마루(이하 예울마루)에서 열

린다

여수상공회의소와 (재)KBS교향악단이

공동으로주최하는이번음악제에서는일

상을벗어나서로소통하고마음을치유하

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공연의지휘는현재KBS교향악단

의 음악감독인 요엘레비가 맡았다 그는

애틀랜타심포니 오케스트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등에서 음악감독을 역임했으

며 프랑스 벨기에 이스라엘 등에서 활동

중이다

교육부문 음악감독에는 바이올리니스

트 김남윤이 참여했다 예술인이자 교육

자로국내예술문화발전에이바지하고있

는그는세계적인바이올리니스트들의스

승이기도하다

이번 공연은 1일 오프닝콘서트를 시작

으로 2일 스페셜콘서트 3일 피날레 콘서

트로구성됐다

1일오후 7시30분에는예울마루대극장

에서 3일간의 아름다운 음악여행의 시작

을알리는오프닝콘서트가열린다

개막 연주는여수출신 피아니스트문지

영 소프라노윤정난 테너김성현이KBS

교향악단과함께무대를꾸민다

공연은 차이코프스키의 슬라브 행진

곡을 시작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18 차이코프

스키의오페라 예브게니오네긴 중 폴로

네이즈 레하르의오페레타 미소의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아 꿈속에 살고 싶

어라가펼쳐진다

또 조두남의 뱃노래 김동진 가고파

레하르의오페레타 유쾌한미망인 중 입

술은침묵하고가이어진다

2일 오후 2시 GS칼텍스 쌍봉사택 클럽

하우스 오후 3시 여수엑스포 디지털갤러

리(EDG) 오후 8시 이순신광장에서는 스

페셜콘서트가마련됐다

피날레콘서트는 3일 오후 5시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열린다 3일간의 대미를 장식

하는피날레공연에서는한국인이가장사

랑하는소프라노신영옥이등장한다

이날공연은요엘레비의지휘아래소프

라노 신영옥 플루티스트 안명주 등이 무

대를채운다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서곡으로

시작해 토스티의 세레나데 헨델의 오페

라 리날도중 울게 하소서 아르디티의

입맞춤이이어진다 보네의 카르멘환타

지 김성태의 동심초 카탈라니의 오페

라 라왈리중 난멀리떠나야하네 드보

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마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도만나볼수있다

이번 음악제는 지난 5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26명의청소년이 12주간음악학교

과정을통해KBS교향악단과공동연습등

을하며합주무대를갖는등여수지역청

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우수 학생

들은 3일 폐막 공연에서 KBS교향악단과

협연할기회를갖는다

예매는 GS칼텍스 예울마루 홈페이지

(wwwyeulmaruorg)와 인터파크 홈페

이지(ticketinterparkcom)에서 가능하

며만 7세이상관람할수있다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청소

년(만7세24세) 전석 5000원 2일스페셜

콘서트는 전 공연 무료 문의 061641

0040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공간 속의이야기주미희개인전

주미희작가의작업소재는다양한색

깔의 실이다 작가는 색색의 실이 기쁨

사랑 미움 희망 고통 등 인간이 갖고

있는감정의표현이라고생각한다 그녀

의 작품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소재는

가는 철사를 구부려 만든 사람 모양의

형상이다 숱한 색실은 작은 철사 인형

을촘촘히감싸고있다

주미희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광

주시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

남 지역본부 1층 LH 휴랑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주제는 공간속의이야기(Story

in space)다 작가는 사람들이 살아가

는 공간에주목한다물리적공간과심

리적공간을아우르는그곳에서사람들

은 부대끼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얻는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실타래가

엉키듯 복잡한 화폭 속에 다양한 철사

인물 군상을 배치했다 각기 다른 형상

으로만들어진수백명의인물군상은저

마다의스토리를담고있는듯하다

조선대 조소과와 교육대학원 미술교

육과를 졸업한 주씨는 프랑스 파리 8대

학조형예술과석사를마쳤다 전국조각

가협회 광주전업작가회 남도조각회회

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

3603100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문선희작

KBS교향악단과떠나는 3일간의음악여행

9월 13일 제1회 여수음악제

요엘레비 신영옥 문지영

예울마루이순신광장등서공연

지휘요엘레비음악감독김남윤

신영옥문지영윤정난등출연

KBS교향악단

5월 오디션선발청소년 26명

12주 음악학교졸업합주무대도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비엔날레와 함께 차를

은 (재)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진행하는 지역 밀

착형프로그램이다

지난해 행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이

었다면올해는지역작가와의소통을강화 지역

작가오픈스튜디오방문프로젝트를시작한다

한달에한번재단직원들과동료화가들이선

정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 작업 세계를 공유하

고토론하는기획으로첫행사는 8일강운작가

의작업실에서열린다

제3회광주비엔날레참여작가였던강운작가

는캔버스에구름을소재로구상과추상의경계

를 넘나들면서 작가만의 동양적인 사유의 공간

을창출하고있다

광주시동구계림동에자리한강작가의작업

실 탐방에는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와

전시부직원 지역작가들이참여할예정이다

비엔날레와 함께 차를은 지난해 상인과 주

민 교사 대상으로 5차례 개최됐으며 300여 명

이함께했다 올해에는두차례광주비엔날레아

티스트 DB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

했다문의 0626084331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비엔날레와함께차를오늘 강운작가작업실찾아갑니다

비엔날레재단 매달 한차례 오픈 스튜디오방문프로젝트시작

강운작가

공간속의이야기

31일까지

LH

휴랑갤러리

사진작가전 청년의書 작가릴레이토크

문선희김명우내일광주시립사진전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