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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크로키는 간결한 선으로 그려내는 인체 아름다움을 통

해생생한작가시각을엿볼수있는장르이다

누드크로키모임 토만사(토요일에만나는사람들)가 21일까

지무등갤러리에서제 25회회원전 누드크로키전을연다

이번 전시에는 회원 23명이 참여해 지난 1년간 연필이나 붓

으로 순식간에 그려낸 크로키 작품 중 엄선해 약 60점을 선보

인다

창립때부터참여해온이우진고문은다양한모델동작을포

착했다 모델이봉을짚고서있거나등돌린모습 한쪽다리를

펴고앉아있는자세등을볼수있다

김종수고문은펜을사용했다 생동감있는동작을묘사하는

데집중해작업열기로치열했던현장분위기를전한다

김재현회장은펜과연필모두이용한작품을출품했다 몇초

도되지않는시간에인물표정까지잡아낸작품들이다

지난 1993년 창립한 토만사는 광주 최초로 누드크로키 전시

회를연미술단체다 매주토요일마다전문모델과함께크로키

작업을 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회원전과 특별초대전 등을 통해

발표하고있다 문의 0622362520 김용희기자 kimyh@ 김재현작누드크로키

에베레스트오르고비틀즈만나고피규어와함께상상의세계로

리처드언글릭작 Abbey Road

폴니엘작 On The Top of The World

최근 키덜트족(아이를 뜻하는 Kid와 어

른 Adult 합성어) 사이에서는 플레이모빌

이 뜨고 있다 플레이모빌은 1974년 독일 디

자이너한스백(Hans Beck)이개발한 75

크기 플라스틱 피규어이다 지금까지 약

4000가지 이상 피규어가 만들어졌다 항상

웃고있는아기자기한인형이보여주는기상

천외한세상은아이나어른모두에게인기를

끌고있다

광주롯데갤러리가 플레이모빌을 예술과

접목한체험전시 플레이모빌과함께하는미

술여행을 1월18일까지연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 작가 7명(폴 니엘

리처드언글릭샘반올픈알린느우드디에

볼나탈리 레테최기창오케이 티나)이 참

여한다 명화속장면을패러디한작품과함

께플레이모빌피규어와여행하면서찍은사

진작품 30여점 크고 작은 플레이모빌 피규

어들이전시된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산악인이자 사진작가

폴 니엘은 팀(Tim)이라고 이름 지은 플레이

모빌 피규어와 80여개 나라 세계 주요 산악

지대에올랐다 에베레스트 이란사막 티벳

처녀봉 케냐정글바다속산호초등을함께

탐험했던여정을사진으로남겼다

리처드 언글릭은 역사를 비롯한 음악 영

화등세계문화사에서중요한순간이나인물

들을 플레이모빌로 재현했다 비틀즈 체 게

바라 등 유명인을 재현하는가 하면 엔디 워

홀의 작품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

젤로가그린고전명화속주인공들을패러디

한다 또한 작품 속 소품들도 플레이모빌로

만든게특징이다

한국작가최기창은인물사진을찍어격자

무늬 구획으로 나눈 뒤 손가락에 잉크를 묻

혀 점을 찍는 핑거 페인팅 작업을 보여준다

캐러비안의해적잭스패로우와엘비스프레

슬리를표현했다

샘 반 올픈은 우주와 미래를 소재로 한 공

상과학적 판타지 작품을 전시한다 작품 우

주정거장은우주복을입고있는플레이모빌

이거대한달이뜬우주정거장에착륙하는모

습을담았다

오로지종이를이용한컷팅과풀칠로만작

업하는알린느우드디에볼은화려한색상의

종이와 디자인으로 플레이모빌이 상징하는

다양한 의미들을 작은 화면에 구현한다 강

렬한 핑크색과 인물을 상징하는 유니콘 백

조 거울과마차등상상의세계를펼친다

최근 한국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프랑

스 작가 나탈리 레테는 특유의 색감을 이용

해자신이어릴때가지고놀던빈티지플레

이모빌을 화면에 표현했다 주로 유년 시절

추억을떠올리는장난감 동물 정원이미지

를작품속에풀어낸다 회화적인요소를담

아 푸른빛 바탕에 빈티지 플레이모빌을 배

치했다

그밖에 마음 속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긴

다는일러스트레이터오케이티나 (OkayT�

ina)는 다양한 색채를 엿볼 수 있는 나만의

플레이모빌을 출품했다 귀여운 차림으로

늘어서 있는 어린이 플레이모빌들은 각각의

개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빈티지 비비드

파스텔버전등으로표현했다

한편 갤러리는 포토존 나만의 스위트 홈

만들기 플레이모빌색칠놀이등체험프로그

램과 SNS에 전시 인증 사진을 올린 관람객

에게미니피규어를증정하는이벤트를진행

한다 문의 062221180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나탈리레테 플레이모빌

광주롯데갤러리 플레이모빌과 함께하는 미술여행

샘반올픈작 우주정거장

내달 18일까지국내외작가 7명 작품 30여점 전시

포토존 등 체험SNS 인증샷 올리면 피규어 선물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소외계층이 문화

생활을즐길수있도록지원하는 2016 문

화누리카드 사용기한이오는 31일까지이

며사용하지않은금액이자동소멸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스포츠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자마련한문화생활전용복지카드로매년

1인당 5만원이지원된다 지난 2월부터주

민센터등에서신청을받아문화소외계층

6만여명에게지원하고있다

공연전시영화를관람하거나음반 도

서 여행상품등을구매할수있으며전용

가맹점에서만사용가능하다 지난 15일부

터는메가박스영화관에서온라인예매를

하면동반 1인까지 2500원을할인받을수

있다

카드 소지자는 사용기한까지 카드지원

금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이월

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므로 모든 금액을

소진해야 한다 단 수혜자가 부담한금액

에한해서는전액환불이가능하다

또한 개인에게 발급된 카드는 필요에

따라 가족끼리 1매로 합산해 사용 가능하

며 카드 충전은 농협 영업점인터넷뱅킹

을 통해 지정된 가상계좌로 연간 10만원

까지입금해충전할수있다

분실한 사람들은 30일까지 지역주민센

터에서재발급받을수있다

잔액 조회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문화누리카드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의 15443412 0626707912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연말까지다쓰세요토만사 누드크로키회원전

회원 23명21일까지무등갤러리
미사용금액자동소멸

메가박스 2500원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