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제20610호��
문 화

뮤지션들과 가까이서 호흡할 수 있는

클럽 공연은 음악팬들의 큰 즐거움 중 하

나다 수많은 관객들과 부대끼는 대형 공

연장도 좋지만 무대 위 가수와 관객의 열

기를 한번에 느낄 수 있는 소극장 공연은

관객을 흥분시킨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네버마인드 보헤미안 등 광주의 클럽

들은고군분투중이다

유동인구가많은광주상무지구는유흥

시설이대부분으로아쉽게도문화시설은

극히 빈약하다 그런 점에서 상무지구에

문을 연 클럽 롤링스톤즈(대표 임성엽)

의 존재는 반갑다 센트럴 관광호텔 지하

2층을리모델링한 롤링스톤즈는복합문

화공간이다

클럽 이름 롤링스톤즈가 적힌 입구를

지나면 100여평의 널찍한공간이눈에들

어온다 스탠드 공연의 경우 250명 의자

를 놓을 경우 120석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드럼 기타 신디사이저 등 최고

수준의 악기와 음향시설 모니터 등을 갖

춘무대와휴게공간이눈에띈다

클럽 이름은 1962년 결성 후 지금까지

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국 록밴

드 롤링스톤즈에서 따왔다 영원한 악

동 믹 재거를중심으로한그룹의이미지

처럼 개성 있는 활동성을 담보하고 이 공

간이시민을위한문화예술공간으로영원

하길바라는마음을담았다

새로운공연문화메카를꿈꾸는 롤링

스톤즈는 대중음악 공연을 중심으로 재

즈 뮤지컬 연극등다양한장르를아우르

고문화예술분야강연 기업 문화행사등

도유치할예정이다 공연은 한달에한번

정도 진행할 기획 공연과 대관 공연으로

구성된다

대표를맡고있는임성엽씨는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

는 등 서울과 광주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음악전문가다그래서지역뮤지션들에게

끼를마음껏펼칠수있는 무대를제공하

려 한다 정식으로 대관하는 지역 음악인

들에게는대관료를 50% 할인해주고조만

간 화요예술무대 등 다양한 기획행사를

통해 인디밴드 등이 무대에 서도록 할 계

획이다 또 공연 실황등을콘텐츠도제작

한다 그밖에 공연장 인지도를 높이기 위

해인근카페등과공유해버스킹등도진

행할생각이다

롤링 스톤즈는 기업의문화메세나활

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후원

사인 종합금융자산 관리 (주)필립에셋(회

장엄일석)은 공간조성과운영등에아낌

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새롭고 의미있는 공연 문화를 만들

어가는게큰목표다

개관일인 27일에는클럽에서좀처럼만

나기 어려운 YB(윤도현 밴드)가 무대에

선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의 티켓

은 이벤트로 진행해 이미 배부가 끝난 상

태다

이후 12월1일까지 롤링 스톤즈 개관

페스티벌이 이어진다 11월4일은 오리날

다로 유명한 체리필터 11월11일은 남성

5인조 팝페라 그룹 빅맨싱어즈와 6명의

여성연주자로 구성된 퓨전앙상블 블랑

이함께한다

11월17일은 김제동의 토크콘서트가 열

리며 오프닝게스트로는 센치한버스가 참

여한다 김제동 콘서트 역시 이벤트를 진

행 관객을초청할예정이다

또 11월24일은보컬리스트김길중이 11

월25일에는 웨이스티드쟈니스 빈싯트옴

니아 더티라콘 몽키피콰르텟 등이 참여

하는 인디락페 공연이 열린다 페스티벌

의피날레는 12월1일 SAZA최우준밴드와

NS재즈밴드가장식한다 문의 0106543

8754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반갑다! 상무지구문화공간

투박한 옹기 항아리 속에

담긴 건 주로 꽃과 과일들이

다 석류 포도 해바리기 장

미 모란 능소화 등이 얼굴

을내밀고있다 어떤항아리

속엔 한가로운 사찰 풍경을

담았다 바삐 살아가는 현대

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풍

경이다

공연라 개인전이 오는 31

일까지우제길미술관에서열

린다 시간연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신작

30여점이출품됐다

다양한 색깔의 사각형 프

레임 위에 놓인 소박한 옹기

항아리속에담긴 것들은작가의마음이

어린소재들이다항아리안을통해비추

어진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기도

하다

작가는 그동안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잃어가는과거를현재와함께구축해자

신의인생속에서존재감을찾아가는시

간연습의이미지를화폭에옮겼다

작가는 아시아 태평양 베를린미술협

회초대전 남북코리아국제미술전 등에

참여했으며 목포대학교 전남예술고등

학교 출강 중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

소문화강좌연사및평가위원 한국미술

협회 세계미술교류협회 한국전업작가

회원등올활동중이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시민이 내는 기부금에 똑같은 금액을

더하여 지역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펀딩프로젝트만세

만세 만(萬)만(滿)계(이하 만만계) 2차

프로젝트공동모금이시작됐다

만만계는 광주문화재단과 선정된 문

화예술인단체가목표모금액달성을위

한 온오프라인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곗날(100만원 이상모금달성모금기간

종료)이되면 모금액 1만 원당 1만 원을

매칭해 최종 지원하며 2차 프로젝트 사

업비는 1000여만원이다

2차 모금 프로젝트는 ▲연극문화공동

체DIC의 체홉 무대에서 바라보다 

연극 청혼소동 공연프로젝트▲정헌기

의 양림의 시간을 담다 사진 에세이 발

간프로젝트가선정됐다

2차온라인모금은오는11월까지진행

되며 네이버에서 광주문화재단 검색 또

는 광주문화재단 해피로그(happylog

navercomgjcfgivedo) 접속을 통해

기부할수있다문의062670795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상무지구에문을연 클럽롤링스톤즈는새로운문화메카를꿈꾼다

윤도현밴드

공연라개인전 31일까지우제길미술관

시간연습

문화예술펀딩프로젝트

만만계 2차 모금 시작

센트럴 관광호텔 지하에 문 연 클럽형 공연장 롤링스톤즈

밴드연극강연문화행사활용

지역뮤지션들에대관료할인

내일개관일윤도현밴드공연

서양화가 조윤성(조선대 미술학과 교

수)의 작품 세계를 관통해 온 건 기호

다 조선대 미대 석사 시절에는 과거의

시간을되돌려오늘의모습을탐구해보

는이집트문자기호가주된관심사였다

이후 그의 대표작이 된 기호적 풍경 시

리즈는 나이키 샤넬등현대 소비사회를

대표하는기호들을전면에배치했다

이어지는 씨앗으로부터 시리즈는 팝

아트적인요소가강조되고비슷한작품들

이 쏟아져 나오면서 회화적 맛을 살리고

조형성의결여를해소하려는차원에서탄

생한 결과물이었다 기호를 화폭에 재현

하는데서한발더나아가작가의직관으

로기호를재구성하는단계를거쳤다

4년전부터 작업하고 있는 해피 에너

지 시리즈는 기존 작업들 보다 훨씬 자

유로움이느껴진다 조작가가 2017년신

작들을 모은 개인전 해피 에너지를 개

최한다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광주 예

술의거리갤러리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해피 에너지

를 전하고 싶다는 어느 골퍼의 우승 소

감을들은그는그림을통해서도바로그

런행복과긍정의에너지를전할수있지

않을까 싶어 시리즈 제목을 해피 에너

지로정했다

화폭에 등장하는 것들은 여전히 현대

인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들인 카드의 스

페이드 제품의 로고 숫자 알파벳 등이

지만 각각의 소재들은 훨씬자유롭게 노

닌다크기화면배치색감등이같은듯

달라세세히살펴보면흥미롭다

이번 전시작들은 제작 방식에서도 차

별화를 뒀다 관심있는 기호들을 채집해

붓을들고바로캔버스에옮기는대신컴

퓨터를 통해드로잉을 하고 손으로 색을

칠하는 회화와 디지털적 요소의 결합을

시도한작품들이다

오랫동안 기호 덩어리는 저에게 재

미있는 놀이였어요 현대 사회의 시각적

결과물을제자신의시간으로해석한 작

업들이기도했구요 기존의제시리즈작

업들이 본질을 탐구하는 학구적 요소가

강했다면이번 시리즈는어떤규칙을유

지하면서도 그 속에 감성을주입해 변화

와자유로움을추구했습니다

이번 전시작에선 재즈 연주자가 규칙

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 프리스타

일로연주하듯 유연한흐름이느껴진다

조작가는회화와입체등다양한매체의

결합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탐구할

생각이다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신세계

미술상등을수상했다오픈식은 26일오

후 6시 문의 01090781800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Happy Energy

조윤성작가개인전 해피 에너지 26일11월 1일 갤러리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