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환기 우주 /크리스티코리아제공

문화

한여름밤지구촌음악여행떠나요

빛고을뮤직페스티벌 DJ와함께떠나는~

앤디킴트리오 (왼쪽부터) 앤디킴, 윤덕현, 김인영.

DJ의해설과함께재즈,블루스,포크,컨트

리 미국 아메리카 음악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시간이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빛고을시민문화관의브랜드형

기획 프로그램인 빛고을뮤직페스티벌 DJ와

함께떠나는한여름의세계음악여행 이다음

달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열린다.

DJ와 함께 떠나는 한여름의 세계 음악여

행 은 광주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

회가추진하는 문예회관과함께하는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선정돼진행되는프로그램이

다.

올해빛고을뮤직페스티벌역시지난 2년 동

안프로그램의총괄연출을맡았던문화기획자

장용석씨가예술감독으로참여해국내최고의

라인업으로구성했다.

이번공연은미국의대표적인음악장르인재

즈,블루스,포크,컨트리등매력적인아메리카

음악을주제로선보인다.이지역최고의인기

DJ문형식씨의해설이어우러지는렉처콘서트

를통해시원한한여름밤의공연을선사한다.

8일공연은최근국내재즈계에서주목받고

있는앤디킴트리오가나선다. 재즈,아메리카

의영혼 I 을주제로대중적이면서도예술적인

미국정통재즈를연주하는무대다.

9일은 포크,민중의음악 이란주제로대한

민국포크음악의선구자인이정선밴드가포크

음악의 정수를 관객에게 선사한다. 10일은 대

학교수이자 탁월한 색소포니스트인 박수용이

이끄는재즈오케스트라가빅밴드의세계로초

대하는 재즈, 아메리카의 영혼 II 가 펼쳐진

다.

11일은현재국내유일의컨트리음악밴드로

많은팬덤을갖고있는컨트리공방이 컨트리,

민속에서팝으로 란주제로컨트리음악의과

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을 선보인

다.대망의마지막날공연인 12일은국내블루

스음악을대표하는독보적인뮤지션김목경이

이끄는김목경밴드가대중적이면서도혁신적

인 사운드를 통해 블루스, 경계의 음악 으로

관객들을사로잡을예정이다.

장용석예술감독은 이번페스티벌은지속가

능한브랜드공연으로정착하기위한목표를염

두에두고기획됐다 며 코로나 19를 이겨낸

광주시민과침체된공연예술의활성화를위해

다양한지구촌의음악,세상의다른장르의음

악을시민들과함께향유해보는위안과힐링의

시간이됐으면한다 고말했다.

공연장내에서는식음료섭취가불가하고마

스크미착용시관람이제한된다.입장료는전석

5,000원이며 예매는 12일부터 티켓링크에서

시작됐다. /이나라기자

132022년 7월 13일 수요일

내달8~12일빛고을시민문화관

앤디킴트리오 이정선밴드출연

31일까지전남대병원갤러리

지성심작가 나의서재 /전남대병원제공

작품을감상하는모든이들의인생이꽃과같

이행복으로채워지길바라는염원을담은전시

가오는31일까지전남대병원CNUH갤러리에

서열린다.서양화가지성심작가초대전이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스트레

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달

지역 작가를 초청,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지성심작가의전시주제는 오늘도화

양연화가되자 다. 현재갤러리에는총16점의

지작가의작품을선보이고있다.지작가는주

변에서 흔히 접할 수있는크레용, 붕대, 쓰다

남은매니큐어등다양한재료를사용해새로운

작품을표현했다. 화양연화 는삶이꽃이되

는순간이라는뜻을담고있다.

지작가는전남대학교대학원미술학과수료

후광주미술협회,광양미술협회회원으로활동

중이다.개인전은물론수많은단체전에참여하

며작품활동을하고있다.또광양공공미술프

로젝트참여작가,광양사라실예술촌레지던스

&입주작가는물론광양노인복지회관미술심리

상담강사,광양비전나무아동 청소년미술심

리상담강사로도활동했다. /이나라기자

컨트리공방 빅밴드 /광주문화재단제공

서양화가지성심초대전

지역예술대학생들공연, 무대오른다

17~23일ACC예술극장극장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오

는 17일부터 23일까지 2022 예술대학협력공

연프로그램 에선정된 3팀의공연을ACC 예

술극장극장2무대에올린다.

2022예술대학협력공연프로그램 은미래

문화예술창작의주역이될광주 전남 전북지

역의공연관련예술대학학생들에게공연을제

작해ACC무대에올릴수있는기회를제공하

기위한공연지원사업이다.

이번협력공연무대는여러장르의예술전공

자들이모인동신대뮤지컬실용음악학과학생

들이다양한예술적재능으로만든 시간속갈

매기 로막을연다. 악기연주와보컬들의목소

리로채워지는음악과연극을통해관객과소통

할예정이다.공연은17일오후5시다.

이어19일오후 7시에는전남대음악학과학

생들로구성된금관앙상블 CNUBRASS 팀

이관객들에게금관악기의매력을담은다양한

장르의음악을선사할예정이다.

마지막팀인전주대공연방송연기학과는문

명의이기로인해훼손되는인간성에대한이야

기를담은연극 시청각실 을선보인다.공연은

23일오후 2시와오후 5시 2회에걸쳐진행된

다. /최진화기자

동신대뮤지컬실용음악학과 시간속갈매기 /ACC재단제공

김환기 우주 소장자는김웅기회장

한국미술품가운데 132억원에낙찰돼가장

비싼 작품인 김환기의 대표작 우주 (Uni

verse 5-IV-71#200)소장자가글로벌세아그

룹김웅기회장인것으로밝혀졌다.

글로벌세아그룹은 12일서울강남구대치동

본사에 갤러리 S2A를 개관해 김웅기 회장이

소장한김환기의 우주 등국내외현대미술대

표작품들을소개하는기회를제공해나갈것이

라고밝혔다.

김회장은 2019년 11월진행된크리스티홍

콩경매에서김환기의우주를약131억8,750만

원(구매 수수료 미포함)에 산 것으로 전해졌

다.경매당시미술계일각에서는낙찰자가외

국인 사업가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김 회장이

소장하고있다는사실이 3년만에확인됐다.

김환기작품중에서도최고걸작으로평가되

는 우주 는작가의작품가운데가장큰추상

화이자유일한두폭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