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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가슴이

미어졌던 임옥상 작가는 지난 11일 서

울 청계광장에 작품 못다 핀 꽃을 설

치했다 자전거바퀴에노란리본을묶

어 놓은 작품은 바람에 나부끼면서 희

생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국민을위로했다

임옥상 작가 등을 비롯해 전국에 있

는 미술인과 일반인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잊지 않기 위해

만든 작품이 온라인과 광주에서 전시

된다

전국 작가들의 세월호 참사 추모 작품을 모은

인터넷사이트(httpsewolonlinecom)가 14

일 오픈해 세월호가 인양될 때까지 운영된다 전

시명은 아픈세월 슬픔의바다

독립큐레이터탁혜성(여48)씨가 기획한이사

이트에는 임옥상김인윤김영미 이윤엽CM

Judge정세학송숙남변경섭이하이림이주

리려은주성희등전국에서활동하는작가와초

등학생 일반인등 70여 명이 만든작품 130여 점

이 전시된다 이 작품들은 탁 큐레이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운영한 임시사이트(ht�

tphyeseongorgxesewolonline)를보고

작가들이자발적으로보내온작품이다

이번참사를겪으면서다들반성하고있고 미

안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제

가할수있는일이없었어요 다들똑같은마음이

었을 겁니다 저는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이니깐

제가할수있는방법을찾다가추모작품들을모

으기로 했고 작품들을 모으면서 저와 같은 생각

을하신분들이많다는것을알게됐습니다

예술이이미깨져버린일상을실질적으로받혀

줄수는없겠지만기억하고있고기억할것이라는

메시지를통해아픔을함께하자는취지였다

첫 작품은 지난 1일 접수됐다 이하 작가의 고

래 이수옥작가의 잊지않겠습니다3 송숙남작

가의 나홀로 아리랑 등 3점이었다 이하 작가는

작품을 제작해 팽목항과 수원 일원에 작품 포스

터를붙이기도했다 첫 작품이접수된이후수많

은 작품들이 탁 큐레이터의 이메일을 통해 들어

왔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함께 그린 그림도 있

었고 프로 작가 아마추어 외국인 등이 보내온

것도 있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김인윤 작가

도작품을보내왔다

이번 문제는 비단 해경이나 해수부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판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쌓여

있던 것이 한곳에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

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잊혀

지지않았으면한다는것입니다작품이미지들이

주는인상이국민들의기억속에영원히남아 조

금이라도위로됐으면합니다

탁 큐레이터는 홍익대 미대를 졸업하고 미국

웨인주립대에서 석사를 마쳤으며 신진여성문화

인상과 미국 최대 여성미술단체 WCA(Women

s Caucus for Art)가주는회장상을받았다

온라인 전시와 함께 광주미협과 광주민족미술

인협회는공동으로오는 23일부터 6월4일까지광

주메트로갤러리에서같은주제인 아픈세월 슬

픔의바다로전시회를연다

이번전시에는강연균 윤석남등광주전남지

역작가들을비롯해온라인전시에서작품을선보

였던일부작가들의작품등모두 100여점이전시

될예정이다

나상옥 광주미협 회장은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을 믿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

해 광주전남지역 작가들과 전국 작가들이 한마

음이 돼 만든 전시라고 말했다 문의 062222

805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큐레이터 탁혜성씨 온라인 전시 기획

sewolonlinecom서 배 인양때까지

초등생부터 작가까지 외국인도 동참

광주 미협민미협 메트로갤러리에서

세월호 애도 온오프라인서 추모전

아픈 세월

슬픔의 바다

성효숙작

새한마리올리네 김희산(초 5)이도화(중 1)김단하(중 2) 작 바다속의별들

임옥상작 못다핀꽃

탁혜성큐레이터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낮은 음색

이 매력적인 첼로는 많은 이들이 사랑

하는 악기다 무엇보다 첼로가 들려주

는 멜로디는 사람들에게 깊은 위안이

된다

첼리스트송희송씨가광주에서 힐링

콘서트를 갖는다 16일 오후 8시 광주

문예회관소극장

이번공연의연주레퍼토리는사람들

에게 친숙한 곡들로 첼로의 진수를 만

끽할수있는음악들이다

바흐의 아리오소 포레의 꿈을 꾼

후에 오펜바흐의 재클린의 눈물 포

퍼의 헝가리안 랩소디 라흐마니노프

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3개의 전주

곡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등은

관객을깊은사색에잠기게한다 피날

레곡은 탱고 음악의 거장 피아졸라의

곡들이다 아베 마리아 그랑 탱고를

만날수있다

서울대기악과를졸업한송씨는빈음대를만장일치최우수수석졸업했으

며오스트리아문화부장관상등을수상했다현재대구가톨릭대학교교수로

재직중인송씨는서울솔리스트첼로앙상블음악감독 서울솔리스트첼로소

사이어티단장을맡고있다 중앙콩쿠르 1위 난파콩쿠르대상등을수상한

피아니스트 박진우씨가 피아노 반주를 맡는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 문의

062955866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첼로 선율로 위로 받을까

송희송씨 내일 문예회관서 힐링 콘서트

올해 열린 제 59회 호남예술제에서 고등부 무

용부문최고상을수상했던김은우(광주예술고등

학교 3년)군이최근막을내린제44회동아콩쿠르

에서동상을받았다

한국무용 창작 부문에 참가한 김군은 춘삼월

봄바람엔으로영예를안았다

김군은 지난해 한량무로 세종대학교 무용 콩

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각 대학 콩쿠르에

서많은상을받았다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2년

간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으로 활동하는 등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김군은 중학교 2학년때부터 무용을 시작했

다 한국무용가서영씨에게가르침을받고있으며서영무용단이무대에올린

아리 작침 등에도출연했다 김미은기자mekim@

호남예술제 무용 최고상 김은우군

제44회 동아콩쿠르 동상 수상

한국고시가문학회(회장 최한선 전남도립대 교수)와 오늘의 시조시인회의

(회장 김연동 시인) 한국시조시학회(회장 이지엽)는 공동으로 16일 전남대

인문대학 3호관소강당에서제27회정기학술대회를주최한다

전남대인문학연구소(소장신해진교수)가 주관하는이번학술대회에서는

시조가사의 현대적 계승과 문화콘텐츠화 방안이라는 기획주제로 우리 시

가사의양대산맥인시조의단아함과응축성가사의유장함과산문성을오늘

의 시점에서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와 그동안의 시조가사연구 현황

을개관한다특히대구대백순철교수의 문화콘텐츠로서의화전가연구 전

남대김신중교수의 민농가연구 등모두 12편의논문이발표된다

학회 다음달인 17일에는 시가문학 창작의 현장인 식영정 면앙정 송강정

등을답사할계획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한국고시가문학회 내일 정기 학술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