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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총칼에 처참하게 쓰러진 한국

소녀 하지만 그녀의 의지만은 꺾이지

않고 남아 노란 나비가 되어 하늘로 올

라간다(만화가 김형배씨의 영혼의 승

화중)

그들의 꺾이지 않았던 의지는 희망으

로 승화됐다 결국 위안부 피해 여성들

은군국주의를나타내는일본무장을밟

고 일어서고야만다(만화가 이현세씨의

오리발니뽄도중)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광복 69

주년을 맞아 한국만화연합과 공동으로

9일9월14일기념관 1층체험전시실에

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만화기획적

지지않는꽃전을연다

짓밟혀도쓰러지지않고 지우려해도

지워지지않는꽃과같았던위안부피해

여성들의 모습과 그들의 지단했던 삶이

박재동 이현세 조관제 고경일 김신

김정기 신지수 차성진 등 만화가 15명

의 카툰과 스토리 작품에 담겼다 작품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꽃처럼승화시켜

나가는피해여성들의여정을보고있으

면눈시울을붉히게된다

전시 작품들은 앞서 지난 1월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출품돼 세

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당시

이 작품들은일본인들의 취소탄원서로

전시가무산될뻔했었다 하지만 2만 여

명의관람객이위안부로강제동원돼치

욕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했던 식민지

여성의아픔에공감했고일본측의반성

과배상을촉구했다

이번전시는일본군위안부피해여성

들의꺾이지않는불굴의의지를바탕으

로일본측에지속적인문제를제기하기

위해기획됐다 또동시에전쟁으로인해

고통받는 세계 여성의 문제까지 아우른

다

작품과 함께 전시장 주변에 설치된

소원줄에는 관람객들의 소감과 함께

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시민들의염원

이기록될예정이다

문의 0613345393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만화기획전 지지않는꽃 9일9월 14일

위안부할머니 짓밟혀도꺾이지않는다

김신작 그래도희망을 

빌딩들로 꽉 찬 도시 공간 매립장의

쓰레기들 일상생활의 편린들에 끼어드

는자본의문제등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작품

전 집적과 잉여 사이전이 8일9월21

일 강진아트홀 전시실과 화랑에서 열린

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부터 국립현대미

술관이미술은행에소장하고있는미술

작품을문화소외지역을돌며선보이는

전시다 올해는모두 7곳에서열리며충

청권과 전라권에서는 강진아트홀에서

지난해에이어유일하게열린다

전시는 모두 3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섹션A 쌓다에는고산금의 민법 등 11

점 섹션B 증폭하다에는 박희섭의

After Nature 등 10점 섹션C 넘치

다에는 윤갑용의 바람001002 등 12

점이전시된다

대부분 40대 전후작가들의작품으로

자본주의라는 사회제도안에서동시대

를살아가는미술작가들의시각적문제

의식을다양한방식으로드러낸다

젊은작가들의독특한문제의식과접

근법으로풀어낸출품작들은현실문제

를새롭게해석하고표현한다

문의 0614303972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자본주의문제되짚다

강진아트홀국립현대미술관소장품전 8일9월 21일

황순일작 Take one

나주와강진에서의미있는전시회가잇달아열린다 나주에서는광복 69주년을맞아국내유

명만화가들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그린만화기획전이열리고 강진에서는국립현대미술

관미술은행소장작품을통해젊은현대미술인들의작품을감상할수있는전시회가개최된다

나주강진화제전시 2題

프랑스앙굴렘국제만화페스티벌출품작

이현세박재동김신등만화가 15명 참여
색다른 아리랑을만난다

광주광산구가컨템포러리아리랑콘

서트 아리랑우리랑 공연을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광산문예회관 무대에 올

린다

이번작품은광산문예회관이 문예회

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

모사업에 선정돼 문화가 있는 날 8월

특집으로준비한공연이다

아리랑우리랑은퓨전국악 연극 영

상 합창댄스등다양한공연예술장르

가 어우러진 작품 퓨전국악연구회 아

이리아 단원과 광주 출신 영화배우 박

철민 공개모집한아리랑시민합창단과

청소년셔플댄스단 50여명이함께무대

에오른다

총감독 및 연출은 아이리아 강혜경

대표가맡았으며배우박철민의구수한

연기 시민출연

진의 톡톡 튀는

무대가 어우러

진다

공연 무료관

람 신청(선착순

250명 한정)은

광산구 홈페이

지에서 신청서

를내려받아작성한후이메일(guardian

08@koreakr)로보내면된다

공연이끝나고재미와감동만큼자발

적으로 관람료를 지불하는 감동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금액은 투게더광

산나눔문화재단을통해어려운이웃들

을 위해 사용된다 또 소외계층 150명

을별도초대한다문의 062960825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국악연극댄스랑아리랑

콘서트 아리랑우리랑27일 광산문예회관

아이리아박철민등참여무료관람접수중

김유정현진건이효석 한국 단편문

학을만나다

국내 처음으로 한국단편문학을 애니

메이션으로그린 메밀꽃운수좋은날

그리고 봄봄이 유료 시사회를 갖는다

12일오후 7시30분광주극장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은 2011년 첫 장편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꿈(2011)으로많은사랑을받았던

안재훈한혜진감독의공동작품이다

원작은 장돌뱅이 허생원의 이야기를

담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점순

이와결혼하기위해처가에데릴사위로

들어갔으나수년째머슴생활만하는남

자의 이야기인 김유정의 봄봄 가난한

인력거꾼김첨지의신산한일상을보여

주는현진건의 운수좋은날이다

시사회후에는안재훈감독과대화의

시간도마련된다 정식 개봉은 21일 문

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mekim@

애니로 만나는한국단편문학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김

용관)이 CG 활용프로젝트제작지원사

업을 통해 지원한 (주)빅스크리에이티

브(대표방형우)의 극장판뛰뛰빵빵구

조대 미션 둥둥이를 구하라!가 7일

개봉 올여름 극장가에서 어린이들과

만난다

극장판 뛰뛰빵빵 구조대 미션 둥

둥이를 구하라!는 KBS2에서 시즌2까

지방영되며큰인기를모은 TV 애니메

이션 뛰뛰빵빵 구조대를 극장판으로

제작한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난 6월 마카오에서 열린

제2회아시아레인보우 TV어워드에서

TV 애니메이션 부문 우수 캐릭터 디자

인상을수상했다 김경인기자kki@

뛰뛰빵빵구조대미션 극장서만나요

광주극장 12일 메밀꽃 운수 좋은날 시사회

차성진작 그날이오면 김형배작 영혼의승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제작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