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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를맞아희망과행복을함께나눌

수있는감동의무대가펼쳐진다.

광주매일신문이주최·주관하고광주·전남사

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신년콘서트 ‘202

3 희망을 노래하다’가 내년 1월5일 오후 6시 빛

고을시민문화관대공연장에서열린다.

110분간 펼쳐지는이번콘서트는 3년 동안지

속되고 있는 코로나 여파와 대내외적인 경기 침

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민을 위로하고 서

로에게힘이되길바라는희망적인메시지를담

고있다.

특히, 이날 공연은 다문화가족과장애인등지

역 소외계층을 초청, 이들의대중문화 괴리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더욱의미를더할

것으로기대된다.

이날 오프닝 공연으로 KBS 트롯 전국체전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수 진이랑이 ‘연안부두’,

‘옆집누나’, ‘사랑아리랑’, ‘남행열차’ 등메들리

공연을통해분위기를한껏돋울예정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리틀 주현미’로 불리우는

트로트 가수 배아현이 장식한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jtbc 히든싱어 시즌2에 출연, 나이답지 않

은 뛰어난 노래실력과 원숙한 표현력으로 주목

을받은배아현은정통트로트의맥을이으며차

세대트로트스타로서의행보를펼쳐오고있다.

배아현은 이날 고향의향수를 느끼게 하는 곡

‘황포돛대’를 시작으로데뷔곡인 ‘24시’와 ‘백년

초’ 무대를 선사한다. 이어 신명과 낭만적인 아

름다움을 정통 트로트에 실은 대표곡 ‘배 띄워

라’,라틴뮤직의은은하고감미로운분위기와이

국적 느낌의 편곡이 돋보이는 ‘선비 좋아마세

요’곡을들려줄예정이다.

다음으로는 남성 성악가들로 구성된 팝페라

그룹 빅맨싱어즈의게스트 무대가 준비돼 있다.

‘volare’, ‘바람의 노래’, ‘돌아오라 소렌토로’,

‘둥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곡을 감미

로운음색으로펼쳐낸다.

콘서트 마지막 순서로는 배아현의 ‘찔레꽃’,

‘훨훨훨’, ‘꽃바람’, ‘밤열차’, ‘흑산도 아가씨’ 등

무대에 이어친숙한트로트메들리가대미를장

식할예정이다.

콘서트관계자는 “2023년신년을더욱특별하

게 맞이할 수 있는 공연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며 “한 해에 대한 행복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

는 이번 콘서트에 시도민분들의많은 관심을 부

탁드린다”고말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매일신문 사

업본부(062-650-2078)로문의하면된다.

/최명진기자

계묘년희망의기운담은감동무대향연
광주매일신문신년콘서트‘2023희망을노래하다’븣내년1월5일빛고을시민문화관대공연장

뱚븮리틀주현미븯 배아현·진이랑븡빅맨싱어즈, 븮행복바이러스븯선사

뱚븮우리,다함께븯븣다문화가족븡장애인등소외계층초대,의미더해

진이랑 빅맨싱어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마음의 온

도를 한 뼘 높여줄 따뜻한 전시가 마련

돼 눈길을 끈다.

오월 어머니들의 ‘촛불 그림전’이 오

는 3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카페 달

정원(동구 중앙로 210)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김경철 열사의 어머니

임금단 씨 외 열 다섯 명의 오월 어머니

들이 간직한 저마다의 촛불을 선보이는

자리다.

매주 수요일마다 남구 오월 어머니집

을 찾아 오월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림

치료 수업을 진행해온 주홍 작가는 지

난 한 달 간 오월 어머니들과 함께 촛불

을 소재로 마음 속 이야기를 담은 작품

제작에 나섰다.

그렇게 완성된 촛불 그림은 ‘건강’,

‘통일’, ‘민주’, ‘정의’, ‘마음의 진실’ 등

어머니들 각자가 바라는 세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전시에서는 ‘촛불 그림전’을

기념하는 김준태 시인의 축시 ‘오월 어

머니’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주홍 작가는 “이번 전시는 오월 어머

니들이 촛불 그림을 통해 마음으로라도

광주 촛불 대행진을 응원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상징적인 촛불 그

림이 모인 이번 전시를 통해 몸도 마음

도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뱚따뜻한희망의빛
뱚오월어머니들의 븮촛불븯

오는31일까지광주예술의거리달정원카페에서선보이는오월어머니촛불그림전.

븮촛불그림전븯31일까지예술의거리카페달정원

‘과감한 선으로 그려낸 인체의 아름다움.’

전현숙 작가의 초대전 ‘나, 백야유희_흰, 밤에 벗고

노니나니’가 오는 31일까지 복합예술공간 예술이빽그

라운드(동구 구성로 204번길 1-1)에서 펼쳐진다.

전 작가는 2009년 신세계미술상을 수상한 지역 중

견작가로 20여년 전 크로키 개인전 이후 서양화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작가는 특히 누드 드로잉 크로키를 회화작업만큼

열중하는데, 이는 자유로운 필치에서 드러나는 삶의

내면을 즉각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초대전은 총 세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다.

▲‘기쁘고도 슬픈, 찬란한 몸_그 여자’ 드로잉 스케

치 ▲춤추는 몸 ▲‘그 여자’ 설치작품이다.

작가는 3년여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부분 사람들

이 느끼는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을 일획의 선과 한 면,

한 점으로 그려냈다.

전작인 ‘춤추는 몸’이 흑과 백의 간결함을 추구했다

면, 이번에 보여주는 크로키는 훨씬 더 과감해졌다. 끊

어질 듯 이어지는 선은 마치 파도를 타는 듯 휘몰아치

고 선과 선을 잇는 면은 감싸안는 듯, 무심한 듯 내려

놨다. 툭툭 떨어지는 듯한 점은 나와 너를 형상화하고

사랑과 욕망을 감싸 안으며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당금 예술이빽그라운드 대표는 “‘내 작업들은 내

삶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

서 가슴 깊이 숨겨두고 묻어뒀던 내밀한 고백을 뱉어

내고 있다”며 “더욱 과감해진 필치로 돌아온 작가의

드로잉 작품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길 바란다”

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자유로운필치속내면세계를만나다 뱛‘나,백야유희_흰,밤에벗고노니나니’

전현숙초대전븣예술이빽그라운드

15주년을 앞두고 있는 20세기소설영

화독본이 2023년 상반기 프로그램을 공

개했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원작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고 토론을 이어가는 광

주 대표 인문학 모임이다.

상반기 첫 모임에서는 ‘제인 에어’를

만난다. 가난한 고아이며 여성이고 피

고용인이지만 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 제인이 주

인공이다. 캐리 후쿠나가 감독이 연출

한 영화는 19세기 말 고전적인 정취를

한껏 살리면서 제인 에어의 삶을 서정

적으로 풀어냈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점

은 한국 작가들의 소설이 세 편이나 포

함됐다는 점이다. ‘남한산성’(김훈), ‘7

년의 밤’(정유정), ‘축제’(이청준) 등 작

품들이다.

이밖에도 D. H. 로렌스의 ‘사랑에 빠

진 여인들’,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

술가의 초상’,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리

어왕’,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미하

엘 콜하스’ 등 시대를 초월한 고전들을

만난다.

한편,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광주극

장 ‘영화의 집’에서 격주 수요일 오후 7

시 모임을 연다. 2023년 상반기 첫 모임

은 1월18일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

은 책을 읽고 광주극장 ‘영화의 집’을 방

문하면 된다. 문의 010-4660-5792.

/최명진기자

20세기소설영화독본,2023상반기프로그램공개

1월18일‘제인에어’첫만남

븮제인에어븯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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