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우개인전25일~이달말광주동구궁동갤러리S

조각가김용우개인전이 25일부터이달말까지광주시동구궁동갤러리S에

서열린다.

흙을사용해자연의넉넉함과가족의정을빚어온김용우가16번째여는개인

전은더풍성해졌다.

이번전시는흙을빚고구워생명을불어넣은 테라코타 작품들로구성했다.

이번개인전에서는전시주제 가족이야기 처럼늘서로위로가되는가족의이

미지를다채롭게표현해냈다.가족의얼굴을좀더사실적으로표현해낸작품부

터단순화된선과면으로작업한근작까지다채로운작품을만날수있다.

행복한꽃말 , 행복하게 , 피고지고 등의작품에는쉴곳을찾기힘든현대

인을말없이보듬어주는가족의포근함이묻어난다. 제작전과정에서작가의

손길을필요로하는테라코타특유의제작방식에서느낄수있는작가의노련함

과가족에대한애정도엿볼수있다.

김용우는호남대와조선대대학원을거쳐지난1991년광주시미술대전대상

을수상했다. 전국조각가협회정기전과 아트광주 , 남도조작가협회전에꾸

준히참여하고있으며서울,울산,순천등에서개인전을열었다.문의062-228

-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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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보듬어주는가족의포근함 백화점百畵點 현대미술쇼핑하세요

롯데갤러리26일~11월28일 현대미술을쇼핑하다.

롯데갤러리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Shopping My Art Col

lection :백화점百畵點전을연다.

부산광복,대구롯데갤러리에이어진행되는이번전시는보다부담

없는미술작품소장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마련된자리로, 국내외

인기작가들의작품부터신진유망작가들의회화, 조각, 사진, 판화에

이르기까지다양한매체를아우르는작품40여점을선보인다.전시타

이틀중 백화점百畵點이상징하는것처럼다채로운미술을접할수

있는자리이기도하다.

이번전시에는강익중,김구림,박서보,양혜규,이건용등최근미술

시장의블루칩으로떠오른작가들의작품들부터이명호,정해윤,문형

태, 서상익,이진주, 한성필등의중견인기작가들의작품들까지고루

전시된다.

또김종학, 아야타카노, 이대원, 이왈종, 무라카미다카시, 쿠사마

야요이, 패트릭휴즈등인기판화및에디션작품들도소개돼전시의

의미와흥미를더한다.

이번전시는마치백화점에서쇼핑하듯마음에드는작품을감상하

는재미와함께, 평소미술품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이들이좀처

럼접하기어려운다양한작품을만날수있는기회다.문의062-221-

1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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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작 LeeFamily 이왈종작 제주생활의중도

광주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뷰

폴리에서영화관람, 미슐랭 2스타쉐프

와 쿠킹 클래스, 동네 서점에서 작가와의

만남 .

여행이 있어 특별한 보통날을 주제로

열리는 가을여행주간 (10월20일~11월 4

일)행사가풍성하다.문화체육관광부와한

국관광공사가 함께 진행하는 올 여행주간

행사에서만날수있는광주의대표프로그

램은 예술광주-유랑 , 인문광주-책빵 ,

미식광주-식탁이다.무료로참여할수있

는 프로그램도 많은데다 미션을 완수하면

기념품도증정해재밌게즐길수있다.

◇예술광주 유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5 18민주광장,광

주비엔날레,광주폴리,광주극장, 사직동

통기타 거리 등 광주의 예술 공간에서 진

행되는프로그램이다.

광주예술유랑은광주비엔날레와폴리

투어,전당에서1박2일즐기는프로그램이

며아시아컬쳐마켓, 프렌지페스티벌에서

열리는 예술가를 찾아 인증샷을 찍는 예

술맨을찾아라 등으로운영된다.

광주 폴리여행은폴리중하나인 틈

새호텔 숙박을포함해다채로운프로그램

으로구성돼있다. 폴리를찾아라는세계

적인건축가들의작품인폴리를찾아인증

샷을찍어오면기념품을제공하며유우상

광주폴리큐레이터가참여하는 건축가와

함께하는 광주폴리여행 (27일 오후 4시)

도눈길을끈다.

광주핫플레이스중하나인 뷰폴리 (광

주영상복합문화관옥상)에서영화를감상

하는 폴리 시네마는 지난 20일 라라랜

드를 관람한 데 이어 27일(오후 7시30

분)에는음료를마시며영화 어바웃어타

임을감상한다. 또 폴리 1박2일은서도

호작가의작품인폴리 틈새호텔에서숙

박하며광주를둘러보는프로그램이다.

광주음악여행은통기타음악거리의버

스킹프로그램을즐기고 포플레이 등음

악을좋아하는이들이들르는가게들을만

날수있는 광주음악로드로구성돼있다.

그밖에 광주영화여행에서는 83년 역

사의광주극장에서31일열리는가을시네

마 콘서트( NS재즈밴드 공연)와 83주년

기념영화제프로그램을만날수있다.

◇인문광주 책빵

광주 도심 속 스토리가 있는 작은 책방

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책방 스탬프

투어와 책방음악회, 심야책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운영된다.

책여행&책 스탬프 투어는 타인의 책

지음책방,동네책방숨, 메이드인아날로

그,심심한책방,소년의서,책과생활, 로

터스북카페등 14곳동네책방중 2곳이

상인증샷을찍어오면선물을증정한다.

책방음악회와 북토크도 열린다. 26일

(오후7시30분)동네책방숨에서는 자기

생활탐구 최김미나 작가 토크와 임시공

과최폭풍과김초길의공연이열린다. 27

일(오후 4시)에는 타인의 책 지음책방에

서 야생초편지의황대권작가,바이올린

(윤성근),피아노(정세화)공연이열리며

재미로보는타로 (무료)도진행한다. 11

월2일(오후 7시30분)에는심심한책방에

서 엄마는 50시 장기운작가의토크와바

리톤이형기의공연이펼쳐지며책갈피만

들기행사도무료로연다.

그밖에 동네 책방들이 가을여행주간을

맞아제작한엽서에편지를써책방안가을

우체통에넣어보내는 별책부록-가을우체

국 , 책의해를맞아마지막주금요일열리

는 심야책방-너지금무슨책읽어 (26일

오전 11시~밤12시)가 열리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라이브러리 파크 북라운지

(오전 10시~밤10시)도들러볼수있다.

◇미식광주 식탁

광주먹방투어는광주로컬음식을페

드로(세계여행자)와함께떠나는먹방프

로그램이다. 광주 먹깨비 유랑-1박2일

(1인 10만원)은 25~26일, 11월2일~3일

두차례진행되며게스트하우스숙박과무

등산보리밥정식, 양동통닭, 육전, 오리

탕,김치축제,떡갈비등대표음식을만날

수있는프로그램이다.

무등산 식후경 유랑 (26일 11월3일 2

만5000원) 은 무등산의원효사, 산성, 리

프트,모노레일을즐기고보리밥과막걸리

를맛보는투어다. 광주요리클래스유랑

중 광주 음식명인과 광주 5미 쿠킹클래

스는 이애섭(25일), 민경숙(26일이상

전통문화관)명인과전통떡갈비를만들어

보는프로그램이며 미슐랭 2스타셰프와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는 셰프 테리킴과

광주토종백숙이파리로간이야기 (30일

11월1일광주 청소년삶디자인 센터)를

만든다.

그밖에 광주의 아름다운 여행지&뷰폴

리 야경 베스트 포토제닉 행사 등도 진행

한다.

행사 프로그램 매니저 규랑씨는 예술,

먹을거리등광주의콘텐츠를소개하고각

공간의속살들을들여다보는프로그램이

라며 광주만의콘텐츠인비엔날레, 폴리,

전당 투어 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travelweek.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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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11월4일행사풍성

여행있어특별한

광주의보통날
예술광주-유랑 1박2일투어 폴리여행 뷰폴리영화감상

인문광주-책빵 음악회 심야책방 북토크 무료타로등

미식광주-식탁 먹방투어 미슐랭 2스타셰프쿠킹클래스

광주폴리여행 중 뷰폴리

광주먹방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