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제20611호��
문 화

막내린광주디자인비엔날레놓친작품

인터넷에서만나보세요
지난7일개막해오는29일까지한달간

펼쳐지는 2017무등울림이 10월의 마지

막주말을알차고풍성하게준비했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2017무

등울림 행사로 2829일 이틀 동안 환

갑이나 칠순 팔순 등의 특정한 생일을

기념하는잔치인신부넷의 수연례등을

선보인다

28일 오후 2시 너덜마당에서 열리는

수연례는 실제 칠순팔순을 맞이한 시

민을 선정해 수연례를 베푼다 오후 3시

에는전통실내악단율이 무속음악을주

제로 무주고혼들을 위로하는 절혼제가

예정돼있다

오후 4시에는 토요상설공연으로 너덜

마당에서 (사)국악협회 광주지회의 전

국국악대제전축하공연이열린다

29일에는 오후 1시부터 편백숲 속 힐

링음악회가 열린다 트럼펫 김정태 씨

트럼본 유성용씨가투란도트의 공주는

잠못이루고를비롯해 내마음의강물

뮤지컬캣츠의 메모리등자연과어우러

지는공연을선사할예정이다

체험행사도열린다 오전 11시부터오

후 5시까지 솟대만들기 단청그리기 붓

글씨사군자그리기 삼집 소원빌기 등

직접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프로그

램도마련돼있다 문의 0622321599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은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지역 문화예술동아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한해의 성과를 공유하는 2017생활문화

예술동아리페스티벌을연다

흥!겨워서주제로개최되는페스티

벌에는문화예술10여개분야 90여개단

체 1000여 명이 참여해 공연과 전시체

험행사를선보인다

본행사(오후 2시7시)는문화나무의

난타 밸리 공연 성곡전통문화연구회의

방송댄스 등을 선보인다 특히 대규모로

합주하는 아리랑 임을 위한 행진곡

공연은눈여겨볼만하다

공연무대(12시오후 4시)는 3개의버

스킹 존(ZONE)으로 구분돼 진행한다

▲버스킹A는 소리사랑 문화예술단 늘

푸른부부댄스팀등▲버스킹B는광주상

록수 통기타클럽 조선대학교 풍물패연

합등▲버스킹C는희망문화협동조합연

극여행 한마음 포크댄스 연구회등의 무

대가마련된다

전시체험은 42개동아리부스를직접

체험할수 있는공간으로위켄고전무용

단동아리(임유애)의고전무용시연및체

험 영창타로(박창영)의 타로체험 등 다

양한부스가마련돼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터넷으로즐기는광주디자인비엔날레

지난 23일 막을 내린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FU�

TURES(미래들)을 주제로 열려 전국에서 27만여명이 다녀

가는등흥행에성공했다바쁜일정으로혹시전시관람을놓

쳤다면인터넷을통해디자인비엔날레출품작을만나보자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wwwgdborkr)는 구글의 온라

인 전시 사이트인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

ture)에온라인전시관을 24일오픈했다

구글아트앤컬처는전세계문화기관들과의파트너십을

통해예술작품 문화유산 유적지등을온라인에전시해누구

나문화를감상할수있도록구글이운영하는온라인전시사

이트다웹사이트와모바일앱을통해전세계 70여개국 1500

개 이상의 기관과 협력하여 총700만 점 이상의 예술작품 사

진 동영상등다양한자료를전시하고있다

이번에 구글 아트앤컬처의온라인전시에서만날수있

는 작품은 14갤러리에서 열렸던 본전시 전시작들이다 오

래된미래 미래를디자인하자 미래를창업하자 아시아

더퓨처 등 4개의컨셉으로진행된전시에서는 염소인간 등

다양한작품들이전시됐다

화면을 클릭하면 전시 작품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으며 일

부작품은동영상을통해작품을입체적으로감상할수있다

또전시를기획한큐레이터의설명도들을수있다

구글 아트 앤 컬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웹사이트 www

googlecom culturalinstitute beta partner gwangju

designcenterfoundation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구글 아트앤컬처 온라인전시관오픈

염소인간 등 본전시작 70개국 서비스

10월의 마지막주말을 무등울림과 함께

2829일 전통문화관등서

수연례절혼제음악회열려

니트상들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ACC)은오는 2729일까지뉴미디

어융복합페스티벌인 2017 ACT페스티벌을개최한다

ACT Festival은 전당 창제작센터의 한해 사업 결과물을보여

주는예술과기술이융합한콘텐츠들을선보이는행사이다창제작

센터레지던시와각종프로젝트랩에서예술가들이연구및개발한

작품들을선보이는동시에 뉴미디어융복합분야의 트랜드를보

여줄수있는외부작가들을초청하는3일간의페스티벌이다

이번페스티벌을통해전세계 5개국 21개팀이예술극장과문화

창조원 ACT센터스튜디오곳곳에서융복합미디어아트를선보

인다 특히 전당 아시아문화광장에 설치되어있는 미디어월(75x

16m)을통해조태복작가등방문창작자들이전당에서미디어콘

텐츠를 3일간상영한다

또 세계 최대의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아르스 엘렉트로니카 프

로젝트에 참여했던 레잔 칸토니와 레오나르도 크레셴티의 작업

을만날수있으며 기술과예술의융합을주제로로봇 인터랙티

브 미디어등다양한매체로작업하는미디어아트 그룹팀보이

드의작품도선보인다 전시와쇼케이스퍼포먼스는 1일기준만

20세 이상 일반인은 1만원 초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에게는

무료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 조연미<사진> 독주

회가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유

스퀘어문화관금호아트홀에서열

린다 이날 독주회에서는 고전시

대와 인상주의 그리고 낭만주의

를대표하는작곡가베토벤라벨

쇼팽의작품이연주된다

조씨는 광주예고 재학 중 독일

로유학을떠나독일에쎈폴크방

국립음대에 입학해 디플롬(Di�

plom)과 문연주자과정(Konzer�

texamen)을졸업한뒤피아노솔

리스트로 활동했다 현재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순천악회 회원으

로활동하고있으며 광주예고와순천대학교에출강하고있다

연주레퍼토리는베토벤의전기작품인 피아노소나타9번Op

141라벨의마지막피아노독주곡으로그가존경하던바로크작

곡가쿠프랭에게헌사한 쿠프랭의무덤 등이다 마지막곡은 장

송행진곡이포함돼많이알려진쇼팽의 피아노소나타 2번이다

문의01063316834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문화전당 2729일 3일간

뉴미디어융복합페스티벌

피아니스트조연미독주회

31일 유스퀘어금호아트홀

광주 90여개 문화예술단체 동아리페스티벌

내일 518민주광장

칠공예작가채지윤개인전

담양공예미술관보임쉔내달 5일까지

담양에자리한공예미술관보임쉔이레지던스입주작가전으

로마련한채지윤개인전이오는 11월 5일까지열린다

칠공예작가인채씨는 몽요담(夢妖談)을주제로열리는이번

전시에서재료의소재와행위에집중한작품을선보이고있다

작가는칠공예의건칠작업중면사를이용해칠을먹이는과

정에서 코바늘뜨기의 기법을 차용했다 기물에 칠을 하고 이

칠이 서서히 변하며 조형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 점이

인상적이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칠 작업이 식물이 자라는 시

간처럼느껴졌다고한다채씨는작가노트에 이번작업은자

기내면에집중할수있는행위로형태보다과정을즐기고잠시

나마 잡다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자기 치유의 성격을 갖고 있

다고적었다

현재보임쉔에는박창민(디자인) 김종규(디자인) 임홍근(목

공예)채지윤(칠공예)씨등 4명의작가가입주해있으며릴레이

전시를열고있다 문의 061383647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