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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사진에는 사회를 변화시

킬수있는힘이있습니다

다큐멘터리사진은시대를기록한다세

월호참사 밀양송전탑논란 종군위안부

문제는물론전쟁 인권 평화등지구촌에

서일어나는다양한사회문제의진실을기

록하고 고발한다 또 사회를 변화시킬 수

도있다

수십여 개의 문화공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큐멘터리 사진 축제가 11월

한 달간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펼

쳐진다

제1회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달 행

사가 사진의 힘_소셜 포토그라피를 주

제로 전국 40여 개 전시공간에서 열린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모두 6개문화공간

이참여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총감독 큐레이터가 없이 전국 문화공간

들이자발적으로참여해진행된다는점에

서의미가크다

광주 아하갤러리아하갤러리에서

는전쟁을주제로한두차례의전시가열

린다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이용하(Martin

Lee) 작가 초대전 지울수없는상처 3rd

Generation은 3세대를 이어 고통받고

있는베트남전쟁고엽제환자들의고통스

런 모습을 통해 과거 전쟁의 실상을 고발

하는전시다

특히 1972년 베트남전파병군인이었던

작가는 세월이 흐른 뒤에 고엽제 환자로

고통받고 있는 전우들의 소식을 듣고 그

실상을고발하기위해 3년이넘는시간동

안고엽제의실상을기록해오고있다

이번전시에는베트남현지의고엽제마

을과 호치민 하노이 등에서 촬영한 고엽

제의 상흔이 기록된 사진 20여 점을 선보

인다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열리는김상훈

(KISH) 작가의 가자전쟁 미로의 벽전

은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의분쟁을기록

한전시다

작가는 2009년과 2014년종군기자로가

지지구 안과 밖을 촬영 한국인으로는 처

음으로 팔레스타인 분쟁 현장을 전달했

다 특히 그의 사진들은 사이언스지와 타

임지 등에 실리기도 했다 개막식은 14일

오후 7시며 29일 오후 5시에는 작가와의

대화 행사가 열린다 문의 0704135

0826

순천 상상문화발전소스페이스

1839 레터프레스 아트센터 1839사진창

작스튜디오 갤러리카페 후두둑 등을 운

영하고 있는 상상문화발전소는 오는 7일

부터 30일까지아시아주변국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의작품을소개하는전시를개최

한다

이번 전시는태국치앙마이의다큐멘터

리 사진 기관인 다큐멘터리 아트 아시아

(Documentary Arts Asia이하 DDA)

경남 진주지역문화공간등과함께진행

하는국제전이다

DDA가 주최하는 다큐멘터리 사진 축

제인 치앙마이 다큐멘터리 아트 페스티

벌(이하 CDAF) 참여 작가와 DDA 갤러

리전시작품등모두175점의작품이전시

될예정이다

특히 DDA 디렉터인 리안 리브레와 세

계적인기획자유미고토가오는 7일오후

5시 레터프레스 아트센터에서 시민들을

만날계획이다

스페이스1839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여

지 작가의 Beauty Recovery Room전

과 유스께 히시다의 BoderKorea전이

함께열린다 여지 작가는성형수술후회

복실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유스께 히시

다는남북한비슷한직업군의비교초상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1839사진창작스튜디오에서

는 미얀마 카친족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최전방의 삶을 이야기하는 쿤리의 Life

on the Front Line전(30일까지)이 열리

고 갤러리 카페후두둑에서는 국제 인스

타그램 사진전이 진행된다 문의 061

7421839

제1회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달 행

사를 제안한 강제욱 사진가는 사회적으

로중요한역할을하는다큐멘터리사진이

최근 위축되는 모습이 안타까워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1년 동안 촬영한 작품

과선보였던전시를도시를바꿔서선보이

는기획이라고말했다

한편한센인들의모습을카메라에담고

있는 박성태 작가와 권철 작가도 이번 행

사의 일환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에서의

한일 한센인 공동사진전을 추진하고 있

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지구촌 역사 현장 다큐 사진축제 전국서 열린다

광주아하갤러리 전쟁

베트남 고엽제 피해 대물림

이팔레스타인 분쟁

11월 한달간광주전남 6곳등 40여문화공간자발적참여

순천상상문화발전소 아시아

태국진주 문화공간 국제전

남북한 직업군 비교 초상

디렉터기획자 대화 시간도

고쉬소음야딥작 인도섬유노동자들

이용하작 눈물

유스케_히시다작 BoderKorea

피아니스트서현일씨는올봄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에 도전했

다 9차례 연주회를 통해 베토벤의 32

개 피아노 소나타를 모두 연주하는 대

장정이다 5월과 6월 연이어 독주회를

열었던서씨는밀려드는연주스케줄로

당초예정했던 9월공연을소화하지못

했다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

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3번

째연주회에서는많은이들에게사랑받

고 있는 8번 비창을 비롯해 9번과 10

번 11번을들려준다

광주예고재학중독일로유학을떠난

서씨는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수학했

으며귀국후서울시립교향악단현대음

악시리즈인 아르스노바객원피아니

스트로 활동했다 광주시향 대전시향

등과 협연했으며 지난해 한국음악협회

가수여하는한국음악인상신인상을수

상했다

피아니스트 김태현(광주대 교수)씨

가해설을맡았다

4번째 연주회는 내년 3월에 열릴 예

정이며전곡시리즈는 2016년 5월에마

무리된다

문의 01087174700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서현일 베토벤 대장정 재시동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3번째 공연7일 금호아트홀

설치작가 신호윤씨의 다섯 번째 개인

전이오는 13일까지 대인예술시장내문

화공간인미테우그로에서열린다

종이를조각내고이어붙여형상을구

현해온작가는이번전시를통해자기성

찰과타자와의관계를 섬(Island)에 비

유해풀어낸다

신씨는이번작품들에서는 본질은없

다 시리즈를 통해 보여주던 종교적 영

웅적 이미지와는 달리 자신의 내외적

모습을 모티브로 한 인간의 형상들을 보

여준다 이전 작품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사유에 기반을 뒀다면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실재하는

대상들을다룬다 종이를이어붙여만든

신씨의작품들은보는각도와빛에따라

확연하게 다른 느낌의 이미지들을 선사

하는것이특징이다

작가는 혼자라서외로운것이아니라

혼자이지 못해 외로운 것이라며 작품

을통해각자자신만의섬에서시간을가

졌으면한다고말했다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한

신씨는 2012 대한민국 종이예술작품 공

모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광주시

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로활동했다

한편신씨는이번전시가끝난뒤태국

방콕에서 개인전 열고 아트페어에도 참

여한다 문의 070778239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외로운가

혼자가 되라

Island

미테우그로 신호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