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개의종이꽃이만들어내는황홀한모습, 나의동작을그

대로 따라하는 기계 엄마, 홀로그램으로 만나는 조수미의 공

연,바쁜삶에한템포쉼을전하는캠핑.

2021 광주비엔날레에서만나는화제작들이다. 사람의마음

을어루만지는따뜻한아날로그감성부터AI, 메타버스등최

첨단의기술이디자인과어우러진작품들은관람객들에게다양

한감성을전하고있다.

디자인(Design) 과 레볼루션(Revolution) 의 합성어인

디-레볼루션을주제로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열리고있는

올행사에는폴란드,이탈리아등세계50여개국가421명의작

가및국내외기업에서총1039종의작품을선보이고있다.

주제관에서는디뮤지엄과완다바르셀로나가협업한 From

color to eternity , 직접흙을밟고새소리와물소리를만나는

식물극장 , 더이상불을밝히지않는폐선의집어등을조합해

작품으로구현한부지현작가의 Luminous 등의작품이인기

가높다.

알렉산드로맨디니의 푸르스트의자 등다양한의자컬렉션

을만나는섹션은관람객들이흥미로워하는공간중하나다. 플

라스틱을재활용해만든 Mother ofPearCollection 등4개의

작품은직접앉아볼수도있어인증샷을찍는사람들도많다.

20여개대형테이블마다각각의주제로작품이전시된2전시

관은관람객들이가장적극적으로참여하는공간으로 아는만

큼즐길수있는 섹션이다. 레게음악의왕 밥말리의팬이라

면놓칠수없는흥미로운공간으로헤드폰을끼고직접음악을

들어볼수있다.

광주과학기술원안창욱교수연구팀이제작한인공지능작곡

가 이봄(Evom) 의음악을만나는 Peace of mind , TEAM

SCI의 마스크미착용시()에제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송은성양재희의 Resonant voic 등은과학과문화가만나는

현장을생생히보여주는작품들이다.

그밖에환경문제에대한경각심을일깨워주는김상연작가의

바다를유영하는고래 ,관람객들이직접참여해볼수있는엉

뚱상상의 꼴갑쇼:레터빌런의침입 등도흥미롭다.

지난 1일부터선보인온라인전시관에는 3D 가상현실기술

을활용해주제관등5개전시관및전시콘텐츠를현장감있게

구현했다. 관람객들은 360°VR뷰를통해이곳저곳을다니며

완벽하게재현된전시품들을만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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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한문이어우러져…

문재평초대서예전 11월1일까지갤러리관선재

꽃잎세월

경현 문재평 초대 서예전이 오는 11월1일

까지 예술의 거리 갤러리 관선재에서 열린

다.

이번초대전에서문작가는다양한한글한

문서체의작품을전시한다. 그의글씨는정

형의틀을벗어나너그럽고여유로움이어우

러져구애받지않는자유로움이특징이다.

전시에서는김수환추기경의글을소재로

한 마음꽃 , 김용옥의 중국일기 , 윤동주

의 시에 자신의 소회를 덧붙인 달같이 등

을 비롯해 마음에 위로를 전하는 글귀들을

자유분방한 한글 서체로 쓴 작품들을 만날

수있다.

경헌서예연구원을운영하며후진을양성하

고있는문작가는1998년부터무등한글서예

연구회, 연변문자예술협회와함께한민족서

예교류의일을꾸준히진행,한글서단을꿋꿋

이지키고있다.

호남대 미술대학 대학원에서 서예를 전공

한문작가는대한민국미술대전심사위원등

을역임했으며국제서예가협회이사, 한국미

술협회서예분과이사로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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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영화제영상작품 11월19일까지공모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과 한국청소년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제23회 한국청소년영

화제영상작품을오는11월 19일까지공모한

다고밝혔다.

청소년, 세상을향해 미래를외쳐라! 란

슬로건을내걸고열리는이번영화제작품공

모는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장르에 제약이 없으며 런닝타임 25분 이내

다. 작품 주제는 청소년이 바라는 미래 (특

별섹션 청소년, 민주주의와평화를말하다 )

이며, 2020년7월이후청소년이직접기획하

고제작한작품이면된다.

응모자격은만 13∼18세중고등학생(대

안학교포함)및학교밖청소년포함이면누

구나가능하다. 한국청소년영화제다음카페

또는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062-365-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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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광산문화예술회관

윤진철명창 판소리눈대목을만나다

춘향가 , 심청가 , 적벽가 등판소리작

품의중요한대목만을모아선보이는무대가

펼쳐진다. 2021 답설판소리눈대목을만나

다가오는 29일오후 7시광산문화예술회관

에서열린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

원사업의하나로펼쳐지는이번공연은국가

무형문화재제5호판소리 적벽가 보유자윤

진철<사진> 명창이마련한무대로다양한판

소리작품을만날수있다.

공연에서는 단오놀이를 시작으로 춘향

가 중 만남 , 기약없는 이별 , 심청가 중

인당수 꽃잎 되다 , 수궁가 중 토끼 용궁

탈출 , 적벽가 중 적벽강불지르다 , 군사

점고 등을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육자배기 , 자진육자배

기 , 산삼은반락 , 개고리타령 등남도민요

로꾸민다.

무대에는윤종호방수미최윤석문수현송

보라 오현서 한금채 오혜원 이정화 김송지

윤영진등25명이오르며고수박시양과이왕

재를비롯해아쟁서정호, 가야금문성혜, 대

금임황철도함께한다.

한편윤명창은제24회전주대사습놀이전

국대회판소리부문대통령상, 제3회서암전

통문화대상, KBS 국악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한국음악과 겸

임교수,전북대한국음악과강의전담교수,문

화예술네트워크 프랙탈 대표로 활동중이다.

문의062-960-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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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스님방 김지희 황주리 윤석남작가등눈길

100년역사유달초등학교서 신세대의도원경전

2021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오채찬란모노크롬-생동하는

수묵의새로운출발이라는주제에걸맞게다채로운작품세계

를펼쳐보이고있다.

수묵 없는 수묵(無墨水墨), 수묵은 도처에 있다를 주제로

구성된 비엔날레 1관(목포문예회관)은 모두 7개 전시실에서

다양한작품을만날수있다. 보석이박힌왕관을쓰고있는호

랑이의모습을채색으로담아낸김지희작가의 포장된미소 ,

숯가루로작업한이재상의 달빛 , 유기견등 200여마리개와

그들을보살피는여인의모습이어우러진 윤석남작가의 사람

과사람없이 등이눈길을끈다.또코로나시대상을반영한 황

주리작가의 그대안의붓다 법정스님의글씨와그림등을가

져와꾸민법정스님의방도인상적이다.

비엔날레 3관으로활용된 100년역사의심상소학교(유달초

등학교) 전시장에서는 신세대의도원경을주제로젊은작가

들의재기넘치는작품들이전시돼있으며 2층 강당에설치된

대형스크린에서는전세계18명작가의36개작품을영상으로

제작한작품을만날수있다.

생활속의수묵을지향한 4관(진도남도전통미술관)은우

리생활과밀접한디자인적요소들이담긴작품을만날수있으

며 5관인소치미술관에서는이영희등디자이너들의공예, 도

자기,의류작품이전시되고있다.그밖에6관(진도향토문화회

관)에서는 묵연(墨緣)-상생과화합의수묵이야기를주제로

국내외69명의국제교류전및영호남교류전이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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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폐막…미술축제관람서두르세요
대규모문화축제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오는31일대단원의막을내린다.

전시장을찾은관람객들은방역수칙을지켜가며작품감상을즐겼고,온라인전시관을통해서도다양한작품을만났다.

아직관람하지못했다면서둘러전시장을찾아보자.

홀로그램조수미공연 수천개종이꽃 식물극장인기

인공지능작곡가 이봄 음악 다양한의자컬렉션눈길

디뮤지엄과 완다바르셀

로나가 협업한 From

color to eternity

윤석남작

사람과사람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