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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퀘어문화관은 점핑 위드 러

브전에 맞춰 유테라스 야외갤러리

에서 시민들의 점핑(Jumping) 사진

을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9일부터 3개월 간 점

핑찬란한순간을주제로열리며유

스퀘어문화관 제 4회사진공모전수

상작품 26점이전시된다

공모전에서는 임대산씨의 행복한

순간과 정혜진씨의 그대로 멈춰라

가최우수상작품으로선정됐다 이밖

에도 우수상 4점 장려상 6점 참가상

15점이뽑혔다

유스퀘어문화관 관계자는 점핑

위드러브전과 주제는 같지만 시민들

의 다양한 시각이 사진 속에서 더욱

흥미를 더할 것이라며 콜라보레이

션으로기획된만큼유머러스하고 희

망차며 활기찬시민들의작품과역사

속 인물들의 점핑을 비교한다면 더

욱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3608438 김경인기자 kki@

점핑 찬란한 순간

유스퀘어문화관 사진 공모 수상작 26점 전시

정혜진작 그대로멈춰라

가수가 꿈이었던 남자들이 갑자기

감옥에 갇혔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걸까

코믹 뮤지컬 프리즌이 공연된다

1520일 518기념문화센터민주홀

인기 개그맨 컬투 정찬우가 제작한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다 뮤지컬 콘

서트 마술 마임 등 다양한 볼거리가

어우러지며 관객들도 적극적으로 작

품에참여할수있어흥미롭다

가수의꿈을안고혹독한준비를해

왔지만사기를당한일당들은돈을만

들기 위해 은행을 턴다 사전 준비 미

비로 경찰에게 포위되자 현금은 숨겨

놓고교도소에수감된다

도피할계획아래탈출을시도해보

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 과연 이들

은인생역전을할수있을까 최율박

지훈강전호유성민등이출연한다

티켓 가격 5만원 전화예매(1688

3820)시 3만 2000원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가수 꿈꾸다 감옥에 간 남자들

코믹 뮤지컬 프리즌  1520일 518문화센터
전남이서울과경기를제외한전국에서

미술관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광주는광역시중미술관이가장많았다

하지만 기타작품구입예산과기획인

력등은광주전남모두최하위수준으로

나타나 미술관의 실질적인 경쟁력은 떨

어진다는분석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경영지원

센터에의뢰해조사발표한 2012년미술

시장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미

술관은 모두 172곳으로 전남 19곳 제주

17곳 강원 9곳 광주충남충북경남 7

곳 대전경북 6곳순으로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포함)

등수도권에절반에가까운79곳(459%)의

미술관이밀집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라권(광주 전남북)에 있는 미술관

은 모두 30곳으로 충청권(대전 충남북)

20곳 경상권(대구 부산 경남북) 17곳

제주 17곳강원 9곳등에비해많은미술

관이운영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

하지만 전시 기획운영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것으로분석됐다

전라권의 경우 30곳의 미술관에 정규

직 및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인력이

188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각각 17곳의

미술관이 있는 제주권과 경상권의 경우

202명 182명등의인력이일하고있었다

특히 전라권의 미술관별 인력 평균은

63명으로 서울(134명) 제주(119명) 경

기(118명) 경상(107)의 절반 수준에 불

과했으며 전국 평균(10명)에도 크게 못

미쳤다

미술관에서 전시 기획을 맡는 인력은

전라권 평균 16명으로 전국 평균(28명)

에비해크게부족했으며 행정인력은미

술관 당평균 26명으로 경기(42명) 다음

으로가장많은지역으로분석됐다

전라권은 지난 2012년 30곳의 미술관

에서 252회(참여작가 3501명)의 전시회

가 열렸지만 전체 관람객은 81만9000여

명 수준에그쳐 미술관 당평균 2만8000

여명이찾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8만3000여명)에 크게 못 미친것은

물론 강원(1만4000여명)에 이어 전국 최

하위다

반면 같은 기간 경상권에서는 17곳의

미술관에서 열린 192회(참여작가 2763

명)의전시에모두 114만7000여명이찾은

것으로나타나미술관당평균 6만7000여

명이찾은것으로파악됐다

전라권 미술관의 공공지원 예산 의존

비율은 944%로 경기(967%) 다음으로

가장높았으며전국평균(76%)에비해서

도크게높았다

같은 기간 전라권에서 미술작품을 구

입한 미술관은 전체 30곳 중 8곳에 불과

했으며 작품구입 금액 총액도 10억2000

만원으로 서울(8곳 46억7000만원) 경기

(4곳 39억2000만원) 경상(5곳 15억원)권

에비해적었다반면구입작품수는 214

점으로 서울(614점) 경기(398점)에 이어

전국에서가장많았다

특히 이 지역 미술관들은 서양화와 한

국화 구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

로 분석됐다 전라권의 장르별 작품구입

금액은 서양화 498%(전국 평균 315%)

한국화 411%(65%) 조각설치 29%

(283%) 사진 26%(115%) 미디어아트

12%(107%) 순으로나타났다

장르별 구입 작품 수도 한국화 528%

(전국평균 98%) 서양화 324%(196%)

순으로 조사되는 등 전라권 미술관은 서

양화와 한국화 구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있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 미술관 많은데 경쟁력이 없다

문광부 2012년 미술시장 실태 조사

전남 19곳광주 7곳 등 전라권 30곳

전시기획 인력 16명  전국 절반 수준

공공예산 의존비율 944% 전국 2위

광주전남 지역은 전국에서미술관이가장많지만운영 인력이나예산은타 지역에 비해 크게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사진은

1992년지역공립미술관으로는최초로문을연광주시립미술관 광주일보자료사진

광주시네마테크와 함께하는 영화읽기

7월행사가 10일오후 7시광주극장에서열

린다

광주시네마테크가 광주전남지역 문화

계 인사를 초청 추천작을 함께 보고 그에

얽힌이야기를듣는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남대 유재홍 불문과

교수가 함께한다 추천작은 로베르 브레송

감독의 당나귀발타자르(1966)다

당나귀발타자르는새끼당나귀와소녀

의가혹한삶을통해구원에대한희망에대

해 이야기하는 영화로 브레송 스스로 자신

을가장많이투영한영화라고고백했던작

품이다

소녀 마리의 집에 새끼 당나귀 발타자르

가 온다 세월이 흘러 마리의 아버지가 빚

을지게되자발타자르는빵집에팔려간다

마리역시첫사랑인자크와만날수없게된

후 동네 건달인 제라르의 유혹에 빠지는

데 티켓 가격 4000원 문의 062225

8850 김미은기자mekim@

전남대 유재홍 교수 추천 당나귀 발타자르

광주시네마테크와 영화읽기10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전라권 장르별 작품구입비 비율

서양화 498%

한국화 411%

조각설치 29%

사진 26%

미디어아트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