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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앳홈II: 예술이가득한집 22일~12월4일광주신세계갤러리

중견 신진 100여명참여…미디어 사진등작품가2백만원이하

작품시연 초보콜렉터강좌 홈아트컨설팅SNS이벤트등다채

우리집에딱어울리

는작품은어떤걸까?

지난해광주신세계갤

러리에서 처음 열린 작

가미술장터 아트앳홈:

예술이가득한집은50

만원~200만원 대 작품

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 큰 사랑을 받았다.

전시에는중견작가부터신진작가까지 50여명

이 참여했고판매액은 5000여만원이었다. 행

사에서는또작품설치를원하는공간이미지

를인스타그램에업로드하면작품과합성한가

상인테리어이미지를제공하는홈아트컨설

팅SNS이벤트도진행했다.

작가미술장터는직거래미술전시사업으로

시각예술분야활성화와미술품소장문화확산

을 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예술경영지원센터

가진행하는행사로판매수익금전액을작가

에게지불하는시스템이다.

아트앳홈II:예술이가득한집이다시미술

팬들을찾아온다. 행사는오는 22일부터12월

4일까지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열린다.

행사를기획한 (사)베어스테일은지난해평

가결과인센티브를얻어사업비가큰폭으로

상향함에따라올해행사규모를확장했다.

우선참가작가가100명으로대폭늘어전시

공간도갤러리앞로비까지확대, 동시대예술

의다양한흐름을느낄수있도록했다. 지난해

보다중견작가비율을줄이고젊은작가의참

여를늘렸으며미디어,사진분야작가도대거

초대했다.

작품가격은지난해와마찬가지로 200만원

이하로책정했으며젊은작가들작품은대부분

50만~150만원에구입가능하다. 도 도예작품

은 10만원 이하에 구입할 수 있는 작품도 많

다.

전시장내에는홈아트컨설팅존도따로마

련했다.이곳에서는김상연 (작가기획자),김

정삼(도립 전남옥과미술관 학예연구실장)씨

가개인이원하는공간에매치할수있는작품

제안 및 설치 이미지 제공하는 홈아트 컨설

팅 (23~24일 30일~12월1일오후1시~4시)을

진행한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박수만전현

숙작가가현장에서그림을그리고완성된작

품을즉석에서판매하는 예술의향기작가작

품시연회 (24일 12월1일오후 2시~3시참가

비 5만원)가열리며윤남웅작가는희망적메

시지의그림과글귀로포춘카드를그려현장에

서판매하는 포춘카드 (25일 12월2일오후 2

시~3시) 행사를진행한다. 또 윤준광주신세

계갤러리큐레이터가강사로나서는 초보콜

렉터를 위한 나만의 작품 구입 노하우 강좌

(27일 12월 4일 오후 2시)도 관람객을 만난

다.

올해도온라인으로 홈아트컨설팅SNS이

벤트를진행해전시장을직접찾지못하는관

람객들도참여할수있도록했다. 자신의거실

혹은사무실등작품을놓고싶은실내공간을

사진으로찍어업로드하면실제전시출품작과

의합성을통해가상으로작품을소장해볼수

있다.

작가들을위한프로그램도진행한다.신진작

가위주로 10명내외를선정,작가의포트폴리

오를 토대로 셀프 프로모션의 기회를 제공해

차기광주신세계갤러리또는타갤러리의전시

참여 출품방안을모색하는 신진작가매핑

(22일오후 1시) 행사가 변길현(광주시립미

술관학예사), 서상호 (부산오픈스페이스배

관장)씨의사회로진행된다.

또 같은날오후 8시부터는지역내화랑관

계자,미술평론가,신세계VIP, 전시참여작

가등이함께하는네트워킹파티도열린다.문

의 010-4879-3549.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메세나프로젝트 찬란한존재의빛

안유자전29일까지미디어338

찬란한존재의빛

빛으로만나는찬란한존재들.

안유자작가의 찬란한존재의빛 전시가 29일

까지미디어338에서열린다.

이번전시는광주문화재단이 2018한국메세나

협회지역특성화매칭펀드사업에선정돼진행된

다. 매칭펀드7000만원과지역내중소중견기업

에서 유치한 기부금 7000만원을 더해 총 1억

4000만원으로진행하는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

의도시광주 프로젝트의두번째전시다.

이번전시에서안작가는레이저빛과 3D 렌티

큘러를활용한설치미디어작품15점을선보인다.

안 작가는 빛을 통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넘나드는찬란한존재를느끼며관람자가존재의

실체와 본질을 마주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

다 고밝혔다.

문의 062-670-795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국제아트페어판매액15억8천만원…2만명방문

제9회광주국제아트페어(아트광주 18)가 18일막을내렸다.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김대중컨벤션센터 2 3홀에서열린올해행사에는모두 2만 6000

여명이다녀갔으며판매액은 15억 8000만원수준이었다. 지난해열린행사에는 2만여명이다

녀갔고판매액은 15억원이었다.

올해행사에는한국등 10개국가에서71개갤러리가참가했으며국내 102명의유명작가들

의작품 6009점이출품됐다.갤러리는조선화랑과표갤러리, 동원화랑,박영덕갤러리등국내

에서53개부스와미국뉴욕소재SMFineArt갤러리등해외 18개부스에걸쳐작가 323명

이4845점을출품했다.

행사에서는또한중일청년작가교류전이열렸으며국제미술평론가협회윤진섭부회장과

마니프조직위김영석대표가참여한렉쳐프로그램도열렸다. /김미은기자mekim@

담백한색채로살아난동유럽풍광

Duyrovnick

25일까지김효삼전

맑고 담백한 색채로 되살아

난동유럽의풍광들.

수채화가김효삼작가개인전

이오는 25일까지광주시서구

BMW통합전시장에서열린다.

광주일보 광주로띄우는그

림편지 필자이기도한김작가

는 신문에도 연재했던 슬로베

니아등다채로운풍광을담은

작품을선보인다.

전시에서 만나는 풍경은 아

름답고 매혹적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두부르브니크의붉은담벼락과지붕이어우러진성의모습은여행욕구를불

러일으키며슬로베니아의용의도시류블랴나,블레드성과블레드호수등동유럽의풍광은매

혹적이다. 그밖에크로아티아의절경인스플릿의모습등도만날수있다.

또기왓장아래흙담과단풍이어우러진 남도의가을 , 가을을노래하다 등은은한수채화

의매력을담은작품을만날수있다.

수채화개인전 12회를비롯해다양한그룹전에참여한김작가는광주전남수채화협회, 기독

교미술협회회원과신세계문화센터수채화강사로활동중이다.문의 010-7171-974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우리집에어울리는작품은?

아트앳홈II: 예술이가득한집에출품된작품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