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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을찾는사람들아이언맨피규어는매진

김영철(331Young) 사진작가는 영

국 런던의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

람 패션 스타일과 런던 특유의 분위기

를촬영해왔다

촬영된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 제스

쳐 풍경 패션등연출되지않은모습에

서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의 자유로움과

일상의미가드러난다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오는 28일까지

김 작가를 초청해 패션사진전 Coming

and Going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작가가영국의거리를돌아다니며특

유의 분위기와 풍경을 담은 사진 작품

60여점을선보인다

이번에출품한작품들은런던거리와

함께펨브룩이라는마을을소재로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런던과 사람

들이 사라지고 있는 펨브룩의 대조되는

분위기를 통해 개인의 삶 사회와 시대

의 모습을 대면하는 김 작가의 시각을

볼수있다

한편 신세계갤러리는 전시기간 동안

포토존에서찍은사진을 SNS에 공유하

면 Coming and Going전 아트브로마

이드를증정한다 문의 062360163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이 김옥

수 신부를 초대해 보시니 좋더라를 주

제로 2016년 1월 10일까지 로비 아트라

운지에서전시회를연다

김옥수(도미니꼬) 신부는 세라믹 타

일을 사용해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종교적신앙심을표현하는작품 25점을

선보인다

이번에 출품되는 작품들은 기독교적

주제인 성경이야기와 우리의 민속적 소

재 등 동서양의 특성을 초월한 새로운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김 신부는 지난

2008년에는 조각 타일의 제조방법으

로특허를등록하기도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김희중(히

지노) 대주교는 이번 광주시립미술관

초청으로 열리게 되는 신부님의 세라믹

조각 벽화전은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는

신앙의 가치로운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카톨릭대학 이태리 로마

세라피꿈국제신학대학원을졸업한 김

신부는 그동안 서울카톨릭대학 부산카

톨릭대학 해운대성당 등 전국 20여 곳

에 작품을 영구 설치하는 등 활발히 활

동하고있다 문의 06261371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랑

A Woman at London Fashion

Week

앵글에담은런던스트리트패션

광주신세계갤러리 28일까지 김영철사진전

타일 벽화신부 김옥수초대전

광주시립미술관내달 10일까지작품 25점 선봬

일본만화 드래곤볼 원피스 나루토 등은전세계에서

인기를끌며많은사람들의사랑을받고있다 인기만화들은

만화책이나 애니매이션의 영역을 뛰어넘어 피규어 핸드폰

케이스 각종 악세서리 등 관련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

런 산업의주소비층은 2040대들이다 소위 키덜트(아이

를뜻하는 Kid와어른 Adult합성어)라불리는이들은취

미활동으로피규어수집을하고있다탤런트심형탁은자신

을도라에몽매니아라고밝히며화제를모으기도했다

광주도예외는아니다최근지역에피규어관련가게나카

페가생기면서어릴적만화영화에대한추억을찾는사람들

이늘어나고있다

피규어는 매니아층의 전유물이며 접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피규어의 세계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은 광

주시장동중앙도서관앞에자리잡은 톰가게가 적당할듯

싶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이곳은 피규어 뿐 아니라 인형

열쇠고리 시계 엽서머리핀등다양한제품들을판다 10

평 남짓 작은 공간 안에는 수천개의 상품이 오밀조밀 진열

돼있다

문을열고들어가면정면에전시된아이언맨캡틴아메리

카등약 50cm크기의피규어가손님을맞이한다금속재질

동작 얼굴 표정 등이 제법 영화에 나온 것처럼 사실적으로

묘사됐다 단순히 피규어를 장난감으로 치부하던 생각을 한

번에무너뜨리는수준이다

가격은 캐릭터 인기도 등에 따라 좌우되며 수십만원까지

한다이러한피규어들은사기도쉽지않다대부분외국에서

만들기때문에사전에원하는상품을예약해야손에넣을수

가 있다 톰가게의 전시된 대형 아이언맨 피규어도 이미 판

매완료라는문구가붙어져있었다

톰가게에서 잘 팔리는 상품 중 하나는 원피스 피규어다

피규어 인기는 대부분 만화 인기와 비례한다 만화 원피스

는 2014년 12월누적판매량이 3억 8000만부를넘으면서역

대판매량 1위인 드래곤볼(3억5000만부)을 제치고 1위에올

랐다 약 1020 크기의 주인공들은 약 35만원 사이에

서팔리고있다 일반장난감을생각하면비싼가격대이지만

주소비층인 2030대들은쉽게지갑을연다고한다

이외에도 도라에몽 드래곤볼 심슨네 가족들도 사람

들이많이찾고있다

김탐 대표는 남자친구를 따라온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을

데려온 4050대 중장년층들도 피규어에 관심을 가지고 하

나씩손에들고돌아간다고말했다 문의 01063818260

톰가게가 입문자들을 위한 곳이라면 광주시 동구 계림오

거리 인근에 위치한 미니토이(대표 박하준)는 매니아들을

위한장소다올해 2월 개점한광주유일피규어전문점으로

원피스 건담을비롯한각종일본애니매이션관련제품들

을 취급하고 있다 또 미니어쳐 집이나 나노블록 메탈퍼즐

등도판매한다 한뼘크기의제품들은 12만원대에구매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있지만 일반인들은잘 알지

못하는 러브라이브 등의 상품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

2258872

연인이나친구들을위한공간도있다 지난 8월 전남대후

문광주농협용봉동지점옆골목에자리잡은카페 어른아이

(대표 유정우)는차한잔과함께피규어감상과나노블록조

립을즐길수있는곳이다피규어카페는약 1년전부터서울

홍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점점 지역으로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유정우대표가약 3년 전부터수집해온드래곤볼 나루토

에반게리온등피규어약 1000개가카페한쪽진열을장식하

고있다유대표는손님이원하면이피규어들을중고가에판

매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일본에서 공수한 신상품도 팔고

있으며원하는피규어도예약을통해구해준다

문의 0109442909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지역 피규어 숍카페 인기

광주시동구장동에위치한캐릭터숍 톰가게에서손님들이각종캐릭터제품을살펴보고있다

2040대 키덜트들 주소비층

장동 톰 가게 입문자들많이찾아

계림동 미니토이 매니아위한공간

용봉동카페연인친구들위한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