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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창

작소에는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머물

며작품활동을전개하고있다 지난 4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한 5명

작가들의 결과물을 공식적으로만날 수

있는 릴레이 전시회가 13일부터 12월15

일까지아트폴리곤에서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 5명이 일주일씩

개인전을갖는방식으로진행된다

릴레이개인전의첫문을여는김승택

작가(18일까지)는 도시 속을 산책하면

서발견한작은공간들과풍경들을오브

제삼아특유의방식으로평면에재구성

한작품들을선보인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계림동 산

수동 신안교 등 광주 구석구석의 익숙

한 공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되

며 색다른 느낌을 전하며 친근하게 다

가온다

김 작가의 전시 이후에는 미디어 엑

스(12월 1일7일) 김희정(12월 9일

10일) 양나희(12월11일15일)씨가 개

인전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

정이다

호랑가시나무 창작소는 청년 예술가

들의창작과교류활동을지원하는것과

더불어문예학교예술아카데미오픈스

튜디오 음악 공연 등 전시 교육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폭넓은

문화 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문의 0626820976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지난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

시에 선정된 광주는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명도를 높여왔

다 특히 지난 13일 290억원의 예산이투입되

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건

립이 확정되고 미디어 아트 부코디네이터 도

시로도선정되면서사업에탄력을받고있다

인간×기계시스템을 주제로열리는이번

페스티벌에서는주제전과유네스코미디어아

트창의도시작가교류전을포함해 9개국작가

33명이 참여 영상설치홀로그램VR드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장치를 현대미술과 접목

시킨 27개작품을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도시 전

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디어 아트와 도시

변화의 상관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자

리를마련하는 미디어아트창의도시정책포

럼도열려눈길을끈다

오는 12월 1일 오후 6시부터 빛고을시민문

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개막공연은 미디

어아티스트이이남과전통타악그룹 얼쑤의

융복합 미디어 공연으로 꾸며진다 작품 더

오케스트라_두개의 현실에는 박진수(연출

안무) 김선철(클래식음악감독) 김보람이(음

악작곡)씨도참여한다

본전시에서는빛고을시민문화관지하2층

전시장 미디어338에서 인간×기계 시스템

Human×Machine System을 주제로 5개

국 작가 22명의 19개 작품을 선보인다 백남

준 작가를 비롯해 영국 다리아 마틴 덴마크

비디오라움등국내외 미디어아티스트가참

여하며작품들은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

터넷 무인항공기 VR 3차원인쇄기술을바

탕으로 전시 공연 워크숍 등 장르에 구애받

지않은예술언어로구현됐다

성용희 예술감독은 2017광주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장치를

예술의중심부로가져오는시도를할것이라

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기계가 서

로 주고받는 피드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강조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주제전 이외에 유네

스코 창의도시 작가교류전도 연계 진행한다

13개국 14개 도시중프랑스리옹과앙기엥레

뱅 일본 삿포로 오스트리아 린츠 이스라엘

텔아비브 미국오스틴 영국요크등 6개국 7

개도시에서추천한대표작가들의작품을선

보인다

오스트리아 린츠를 대표해 참여한 로지 그

릴마이어의 작품 Exhy(2015) 벌브 콜렉티

브(미국오스틴)의 Flow Factory(2016) 디

지털 시대 가상공간에서의 인간 행동을 탐구

한리앗세갈(이스라엘텔아비브)의 Attend�

ing Machine(2015) 사라짐 이라는 자연적

인 인간의 특성을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주는

캐서린 이캄(프랑스 앙기앵레뱅)의 Points

Cloud Portraits(2016) 등이눈길을끈다

12월 2일오전 10시부터오후 4시까지광주

문화재단 다목적실에서는 4차 산업혁명 미

디어아트와 미래도시를 주제로 2017유네스

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정책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7개국 8

개도시전문가가함께모여유네스코미디어

아트 창의도시의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에는 유네스코 본부 죠티 오사그라하

창의국장과 국토연구원 박세훈 위원의 기조

발제와 프랑스 앙기엥레벵 도미닉 롤랑(프

랑스 아트센터 대표) 오스트리아 린츠의 크

리스티나 마우어(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전시

감독) 등 6개국 7명의 창의도시 전문가와 함

께 광주를 대표해 전남대 이무용 교수가 참

석한다

이들전문가는작가교류전에참여하는미디

어 아티스트들과 함께 미디어아트가 우리의

삶과미래 도시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

인가라는화두를심도깊게논의할예정이다

주최측은 이번 포럼을 통해 부코디네이터

도시 선정으로 미디어 분야 창의도시로서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광주가 창의도시간 정

책포럼 작가교류전등네트워크를통해국제

적위상을강화하는계기로삼을예정이다문

의 0626707492 7455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이이남얼쑤등이참여하는개막공연더오케스트라_두개의현실

인간기계미리 만나는미래의예술

캐서린이캄&루이플레의작품

호랑가시나무창작소올레지던시마감

입주작가 5명 릴레이개인전

김승택작 산수동

유스퀘어사진공모전수상작전시회

내달 15일까지아트폴리곤

유스퀘어가 제 10회 아름다운 유

스퀘어 사진 공모전 유스퀘어 2층 야

외갤러리에전시한다

최우수작에는 전경훈씨의 지구는 내

손안에가 당선됐으며 우수작에는 김범

용씨의 가을숲하늘길이뽑혔다

그 날 그곳 그순간의이야기를 주

제로 꾸려진 수상작들은 여행지에서의

추억이야기를사진으로담아냈다 여행

중만난친구 특별한경험 색다른볼거

리등다양하고즐거운이야기를만나볼

수있다

26점의작품들은공모가끝난후시민

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11월

중순부터 다음 사진 공모전이 열리는

2018년 4월까지전시될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12월31일까지 유스퀘

어 문화관동산아트홀에서 선보이는 뮤

지컬 달을 품은 슈퍼맨 초대권과 상품

권 CGV 영화관람권등의상품이 주어

진다

유스퀘어문화관은 2013년 야외갤러

리를시민참여형문화예술공간으로오픈

한후 현재 1년에두번씩공모전을통해

사진전을열고있다문의0623608431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내년 4월까지

야외갤러리

최우수작

지구는내손안에

팀보이드 예술가의길

12월 13일 2017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9개국 33명 작가영상설치드론등 27개 작품

이이남타악그룹 얼쑤 융복합미디어개막공연

13개국 유네스코창의도시작가교류전함께열려

2일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정책포럼

인간과로봇이그린그림은어떻게다를까큐레이터대신인공지능이꾸민

전시회는어떤모습일까? 인공위성이해석한우주의모습을전시장에서만난

다면?

예술을통해미래사회를바라보고미디어아트를통해 4차산업혁명의단초

를발견해보는흥미로운페스티벌이열린다

광주시와광주문화재단은오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빛고을시민문화관지

하2층 전시장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홀로그램극장 등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

에서 2017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