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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팔월의 무더위도 맨 얼굴로 견디던 오동잎

이 구월로 달이 바뀌자 툭! 하고 그림자처럼 떨

어진다. 두 손바닥을 펼친 것보다도 넓은 잎이

뒤척이며 땅바닥을 긁는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숨이 훅 다가온다. 곧게 서 있는 오동나무

를 올려다보니 잎 하나 비워낸 것뿐이라는 듯 무심하다. 하늘을 어둡게

가리던 짙푸른 잎들이 순간 사라지고 환영처럼 오동꽃이 오동색으로

환하게 피어난다.

오동색…. 보라색이라는 색을 알기 이전에 엄마는 내게 오동꽃의 꽃

빛으로 오동색이 보랏빛이라는 것을 일러주셨다. 엄마에게 연보라는

오동색, 진보라는 가지색으로 당신만의 색을 물들이셨던 것이다. 내게

도 오동꽃의 보라는 여전히 오동색으로 읽힌다. 늘 빨강과 파랑의 경계

에 올려놓았던 색이 또 다른 색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천년

을 늙어도 항시 제 곡조를 지니고 있다는 오동나무, 그리고 오동꽃의

향기…. 구월 첫 오동잎이 지는 날, 달항아리처럼 환한 보름달 아래 오

동꽃이 오동색으로 등불을 밝히던 지난 오월 봄밤을 그려본다.

<한국화가장용림>

숨,오동꽃을스치다
  장용림의뱟캔버스산책

장용림作븮숨,오동꽃을스치다븯

광주신세계가 풍성함이 가득한 9월

지역에서 평소에 만나기 어려웠던 국내

·외 유명작가들을 초대해 특별 전시를

갖는다.

광주신세계는 본관 1층 신세계갤러

리에서 오는 29일까지 미술계를 대표하

는 ‘빅네임’들을 초대한 ‘리미트 아트

페어(Limited Art Fair) 아트 컬렉션

의 시작’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작

가는 국내 전시마다 문전성시를 이뤘던

줄리안 오피(Julian Opie·1958-)와 알

렉스 카츠(Alex Katz·1927-)이다.

서울스퀘어의 미디어 파사드 작업

‘군중’(2009년)으로 유명한 줄리안 오

피는 단순화한 인물을 담은 ‘뉴욕 커플’

(2019년)과 ‘올드스트리트’(2020년) 연

작을 선보인다.

작품당 단 20점의 에디션만 제작해

희소성이 큰 ‘올드스트리트’ 연작은 전

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적 인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알렉스 카츠는 대표작 ‘Nicole·니콜’(2

016)과 함께 올해 새롭게 선보인 ‘꽃 그

림’ 연작을 선보인다. 특유의 경쾌하고

밝은 색감이 꽃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었

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지난 5월 크리스티 홍콩에

서 14억원에 낙찰돼 최고가를 돌파한

물방울 회화의 거장 김창열(1929-202

1), 한국 미술시장의 확장과 세계화를

이끌어온 단색화의 대표 작가 박서보(1

931-), 이우환(1936-), 정상화(1932-),

하종현(1935-), 문인화 전통을 현대예

술로 계승한 이강소(1943-), 한국화의

현대화에 앞장선 작가 이응노(1904-19

89)와 미디어아트의 창시자 백남준(19

32-2006), 꽃과 여인의 화가로 불리는

천경자(1924-2015), ‘세계에서 가장 비

싼 화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데

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1937

-), 2012년 루이비통과의 콜라보레이션

을 진행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야

요이 쿠사마(草間彌生·1929-) 등의 작

품도 만날 수 있다.

‘Limited Art Fair: 아트 컬렉션의 시

작’에서는 작가의 숨결마저 느껴지는

붓 터치와 안료의 질감을 통해 미술사

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원화 작품뿐만 아니라, 섬세한 기

술과 고품질의 재료를 이용해 원화의

작은 디테일까지 옮긴 에디션 판화 작

품들을 선보인다.

저작권자의 인증 하에 한정된 수량만

생산되는 에디션 작품은 합리적인 가격

으로 유명 작가의 작품을 소장할 기회

를 제공한다.

광주신세계갤러리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거장의 작품으로 나만의 아트

컬렉션을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이자 ‘빅

네임’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될 것”이라며 “이

와함께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올해 3월

부터 운영을 시작한 아트샵에서는 20여

년 전통의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수

상한 광주, 전남지역 작가들의 작품들

을 전시, 판매하고 있어 다채로운 작품

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거장들의향기품은‘新世界미술의향연’
광주신세계갤러리, 29일까지 ‘Limited Art Fair: 아트컬렉션의시작’

줄리안오피·데이비드호크니·천경자·박서보등

국내외유명작가원화·에디션판화40여점전시

데이비드호크니作‘FocusMoving’

줄리안오피作‘Old Street_Man bun’

알렉스카츠作‘Red Dogwood 1’ <광주신세계갤러리제공>

‘2021 월요콘서트’ 하반기 공연이 6일

부터 본격 진행된다.

‘2021 월요콘서트’ 상반기 공연은 지

난 3월부터 5월까지 10회 진행됐으며,

이번 하반기 공연은 9월부터 11월까지

10회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 첫 공연

은 6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

스 5층 소공연장에서 전문 클래식 단체

‘레인뮤즈’ 의 ‘Singerstrasse(징어슈

트라쎄) 28번지.슈베르트의 고백’ 무대

로 문을 연다.

이번 공연은 음악가 슈베르트의 젊은

시절 모습을 상상하며 클래식 무대로

선보인다. 슈베르트가 오스트리아 ‘징

어슈트라세 28번지’ 살롱에서 그의 친

구들과 초연하며 음악세계를 펼치던 모

습과 낭만을 꽃피웠던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슈베르트의 시인들’, ‘슈베르트의

시선’, ‘겨울 나그네’ 주제로 구성했다.

이날 공연하는 전문 클래식 단체 ‘레인

뮤즈’는 Reinvent Music의 약자로 문

화예술공연 기획, 진행 및 영상미디어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

험적, 융합적 활동을 지향하

는 단체이다. 이날 공연은

▲성악 김다소미, 김주형 ▲

첼로 김희진 ▲피아노 김성

근, 이슬기 등 5명의 연주자

가 출연한다.

‘월요콘서트’ 는 선착순 5

0명 무료관람이며,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 예매방

법은 문화N티켓 홈페이지 (www.cult

ure.go.kr/ticket) 통해 좌석 선택 예약

및 직접 모바일 발권이 가능하다.

/박희중기자

월요콘서트,하반기공연븮문을열다븯

김다소미 김주형 김희진

오늘클래식단체레인뮤즈첫무대븣11월까지10회공연진행

광주관광재단

이 광주의 MICE

(Meeting·Incent

ive·Convention·

Exhibition) 정

보를 담은 ‘마이

스 관광 광주’ 책

자<사진>를 발간

했다. 재단의 ‘그런 광주 또 없습니다’

관광 안내 책자 시리즈 중 마지막이다.

‘마이스 관광 광주’는 △김대중컨벤

션센터 권역, △광주과학기술원 권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 △전남대

학교 권역 등 네 권역으로 나눠 광주 MI

CE 인프라와 관광지, 호텔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책자에는 권역별로 MICE 시설,

랜드마크, 숙박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삽입돼, 광주를 찾은 비즈

니스 여행객이 출장을 마치고 광주 곳

곳을 둘러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

대된다.

재단은 발간된 책자를 광주의 MICE

시설과 유관 기관, 관광 안내소 등에 배

부해 광주 MICE를 널리 알릴 예정이

다.

남성숙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은 물론, ‘마이스

관광 광주’를 통해 출장을 여행으로 만

드는 광주의 매력을 발견해보길 바란

다”라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빛고을MICE정보를한눈에
광주관광재단, ‘마이스관광광주’책자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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