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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무더위식혀줄콘서트 플라멩코…

재즈그룹 양리머스 .

플라멩코가수나엠(NAEM).

31일빛고을아트스페이스 양리머스의재즈콘서트

광주문예회관나엠초청플라멩코음악선보여

광산문예회관 E.X.I.T 출연 썸머스테이지

대담미술관 관방천일대 향교리타임머신

매월마지막주 광주곳곳에서다양한

문화가있는날 행사가펼쳐진다. 이번

달에는 7월의마지막날인 31일다채로운

공연이시민들을찾아간다.

재즈 그룹 양리머스가 빛고을아트스

페이스5층소공연장에서 양리머스의릴

렉스재즈콘서트 (오후 7시 30분)를연

다.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재즈 온

스테이지의 일환으로개최되는이날공

연은빠른리듬에스캣가사를섞은창법

으로 구성된 Devil may care 로 막을

올린다.정은비의 아리랑편곡 , 빅터영

의 Beautiful love ,조지거쉰의뮤지컬

Girl Crazy 중 I Got Rhythm 등을

무대에 올린다. Midnight , Blue

dawn 등자작곡 7곡도선보인다.

2011년 호남신학대 음악과 실용음악

전공졸업생및재학생들이결성한재즈

밴드 양리머스는퓨전재즈, 팝과 함께

한국적재즈를연주하는단체로전국뮤

지션인큐베이팅에서대상을수상했다.

무료 관람(선착순 100명). 문의 062-

670-7931.

광주문화예술회관은기획공연 아름다

운작은음악회에한국최초플라멩코깐

따오라(여성 플라멩코 가수) 나엠(NA

EM)을초대해 플라멩꼬, 영혼의자유

공연(오후 7시30분)을소극장에서진행

한다.

이날은 Martinete de Triana ,

Milongas , Farrucas , Bulerias

por Solea 등다양한형태의플라멩코무

대를선보인다.탱고자작곡 구르믈버서

난달처럼도함께무대에올린다.

나엠은스페인푼다치온크리스티나헤

렌드아테플라멩코에서플라멩코보컬

최고과정을이수, 디플로마를받았다.마

리아 킴이 플라멩코무용수로 출연하며,

반주는박성진(기타),설호종(퍼커션)이

맡는다. 전석 2만원. 문의 062-613-

8237.

광산문화예술회관은콘서트 썸머스테

이지 Summer in the voice (오후 7시

30분)를개최한다. 이날공연은보이스

밴드 E.X.I.T 가 출연해 팝, 케이팝 등

을아카펠라로편곡한무대를선보인다.

레퍼토리는 드라마 도깨비 삽입곡

Beautiful , 스티비 원더의 Isn t she

lovely ,볼빨간사춘기의 좋다고말해 등

이다. BTS(방탄소년단) 메들리 , 감성

발라드메들리 등도함께무대에올린다.

2008년결성한5인조아카펠라보이스

밴드 E.X.I.T는 한국아카펠라대회 대

상, 상해 국제아카펠라대회대상을수상

했다.

한편 기아챌린지 어린이뮤지컬단의

특별공연도마련된다. 지난2016년오디

션을거쳐100명을선발해창단한이들은

이날 바람의빛깔 , 바람의멜로디 , 우

리가바라는세상 , 맘마미아 등곡을선

보인다. 관람료1000원. 문의062-960

-8833.

대담미술관과관방천일대에서는문화

행사 향교리타임머신이진행된다. 이

번행사는오는 10월까지이어지는 지역

민이 만들어가는 축제한마당: 竹竹方方

(쭉쭉빵빵) 동네방네미술관 두번째행

사로개최되는자리다.

1부행사는오전10시대담미술관향교

리일대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미술관 , 향교리한켠갤러리조성

등프로그램을진행하며문을연다.드레

스대여, 대담인생사진관 ,머그컵타일

등 아트상품체험 등체험프로그램도마

련된다.

2부는 오후 5시 전시실, 체험관, 야외

무대등지에서진행된다. 향교리주민관

람객과함께하는 은빛청춘토크쇼로시

작해국근섭의 감성무 공연, 관객이직

접체험할수있는 대나무난타공연 , 대

나무아트푸드음식나누기 등프로그램

을준비했다.

대담미술관은행사기간중직장인참

여를위해매일 밤 9시까지 전시실을 연

다. 참가비무료. 문의061-381-0082.

/유연재기자yjyou@kwangju.co.kr

명인 명장의열정깃든문화상품만나다

문화전당 동구청 8월25일까지

우리들의솜씨맵시 워크숍도

명인명장의 열정이 깃든 문화상품을

만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직무대리

이진식ACC)과 광주 동구청(동구청장

임택)은오는8월25일까지ACC문화정

보원내 만남의장소에서동구에서활동

하는명인명장(이하장인) 16명을초청

해 문화상품전시회를진행한다.

이번전시는 50여년동안한길만걸어

온이들의땀과열정의작품들을만날수

있는 기회로 ▲금속공예(고경주신경

식) ▲국악기제작(권봉현) ▲한국전통

미술(김생수)▲도자기(김옥수)▲양복

(김일락전병원) ▲미용 (김진숙정찬

이) ▲전통주전통음식(노진양) ▲자수

(송현경) ▲조각보(이남희) ▲수제화

(임종찬) ▲한복(정인순) ▲목공예(정

종구) ▲옻칠(최상원)부문장인들이참

여했다.

ACC는전시기간동안구매력이있는

장인의상품을 ACC문화상품점에입점

해 직접 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

다.또한이번전시를통해상품성과선호

도가 높은 상품은 ACC×명인명장 협

력 문화상품으로개발해출시할계획이

다.전시는무료.

한편 이번 전시와 연계해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장인과

함께하는 워크숍 우리들의 솜씨맵시도

열린다. 이번워크숍에는 전통부채만들

기 , 나만의단소만들기 , 진주낭열쇠

고리만들기 등이 8월 10일부터 25일까

지총 5회진행된다.

자세한내용은ACC홈페이지참조.문

의062-601-4064.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문병란문학연구소문예창작교실수강생모집

서은(瑞隱) 문병란문학연구소(이사

장 황일봉)은 2019 후반기 문예창작교

실개강을앞두고수강생을모집한다.

이번 창작교실 강좌는 돌이라는 새

를펴낸조선의시인이맡았다. 조시인

은 김만중문학상과 신석정촛불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당신, 반칙이야 , 어

쩌면 쓰라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등

시집을펴냈다.

강의는주간반,야간반두반으로개설

돼진행된다.주간반(30명)강의는오는

9월 3일부터매주화요일오후 2시광주

시동구서은문학연구소(독립로 284신

보빌딩 3층)에서 진행되며, 야간반

(50명)강의는매주화요일오후 6시 30

분 상무지구 5 18교육관 중강의실에서

열린다.

모두 16강으로 진행되는 창작교실에

서 조 시인은 시란 무엇인가 , 화자의

목소리 등 실제 창작에 기반한 사례를

토대로강의를할예정이다.강의접수는

8월 24일까지이며 학기당 수강료는 10

만원이다.

한편서은문학연구소는문병란시인

(1935~2015)이 조선대에서 퇴임한 이

후만든연구소로시창작및연구, 학술

활동을전개해온문인단체다.문병란시

인을기리는추모사업과 5 18정신선양

에앞장서고있다.모두200여명의회원

들이 소속돼 있으며 , 다수의 문인들이

등단해활발한창작활동을펼치고있다.

문의 010-8335-1377, 010-3601-

1580.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곡성강빛마을서 섬진강여름문학학교

광주전남작가회의 8월2일~3일

제18회섬진강여름문학학교장면. <광주전남작가회의제공>

아름다운자연과함께벗하며문학의

꿈을 키워가는 섬진강 여름문학학교가

곡성강빛마을에서열린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김완)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섬진강여

름문학학교를섬진강일대와강빛마을,

심청한옥마을등에서개최한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섬진강 여름문학학교는

방학과휴가기간동안바쁜학교생활과

일상에서벗어나자연의아름다움을교

감하며문학과삶을이해하는데초점을

두고있다.

섬진강따라가는시의여울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여름문학학교에는

문학특강, 작가와의만남, 생활속의디

카시쓰기, 백일장, 동화읽기와동화써

보기등다채로운프로그램이준비됐다.

첫날은심청한옥마을을찾아간다. 엄

수경작가의해설로심청한옥마을을관

람하고이후강빛마을로이동한다.입교

식에서는유근기곡성군수의축사,김완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의 인사말이 있

을 예정이다. 이어 제1강 동화 읽기의

재미와 나도 동화 써보기가 진행된다.

임지형동화작가가강사로나서어떻게

하면동화를흥미롭게읽을수있고, 동

화를써볼수있는지작가의경험을위주

로강연을펼칠예정이다.

또이동순조선대교수가 곡성을빛낸

선배문인들을주제로강의하고최광임

시인이 생활속디카시쓰기를주제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디

카시는 디지털카메라로자연이나사물

을찍은영상과함께문자로표현한시

를말한다.

2일차는 3일오전 9시백일장요령및

좋은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듣는 작가

(담임)의시간으로시작하고이어섬진

강백일장이진행된다. 한편곡성군관

내학생을제외한참가비는 3만원이다.

문의 곡성군청 문화체육과(061-360-

8249), 광주전남작가회의 (010-4704-

8144).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