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회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여성작가 기획전시
'전라도 천년에서 여성을 찾다'展
농촌 어머니의 마음
김순복

인사말씀

자식은 모르지요
백분의 일이나 알까 말까

전남여성플라자는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라도 천년에서 여성을 찾다」라는 주제로 4

깊은 사랑을 받아 누리며

회에 걸쳐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여성작가 기획전시를 개최합니다. 제1회 기획전시는 「시와 그림이 있는

햇빛만큼 당연히 여기지요

남도어머니의 농경예술이야기」란 주제로, 전남의 농부이자 화가, 시인으로 인생 2막을 연 농부화가

그러나 어머니의 수고는

김순복의 농촌 일상 그림과 시가 담긴 작품 100여점이 전시됩니다.

퍼 줘도 줘도 채우지 못하는지
농사 짓느라 거친 손으로

전라도는 예로부터 넓고 비옥한 평야와 따뜻한 기온, 아름다운 산수로 일찍이 풍요로운 농경문화가

옥 같은 쌀을

발달하였고, 이러한 농경문화는 자연 존중과 사람을 기반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왔습니다. 특히 남도의

루비 같은 팥을
진주 같은 콩을

자연은 섬세하고 진함이 배어 있으며 질펀함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남도의 자연적 미감과 정서가

땀 같은 참기름을

농부화가 김순복의 삶과 작품에서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김순복화가는 농촌에서 새참 먹고 낮잠 자는

가슴의 선혈같이 붉은 고춧가루를

아낙네들, 고구마 캐는 여인들, 모판 든 여인들의 노동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순

퍼 담아 주지요

진짜 참기름처럼 진하고 고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입속에
핏줄에 영양분으로 주지요

남도의 농경문화가 천년의 역사를 넘어 형성해왔듯이 「시와 그림이 있는 남도어머니의 농경예술이야기」

어머니의 발은 자식을 따라가지 못해도

展을 통해 남도의 역사와 자연, 인문학적 감성의 향기를 느끼고 삶의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모판 든 여인-이 모판 하나에서 쌀 한말이 나오는겨!

자식의 몸속에 흐르고 싶어하죠
캄캄한 밤이 와도 어머니는 쉬지 않고

전남여성플라자 원장직무대행 허 강 숙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가장 큰 힘을 가진 분에게 기도하며
자식을 위하여 빌지요
어머니 어머니 불러주면

전라도 천년 기념_농부화가 김순복展

여자의 몸으로 더한 기쁨은 없기에
황혼-한참때 우리성님은 옛날 그대로인데 오늘도 김매주고 돈벌었어 잉

시와 그림이 있는

여성친화적인 문화예술 공간!
여성문화사 학습, 전남여성의 문화특성을 살린 기획전시

남도어머니의
농경예술이야기

여성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간

북카페(4층)

여성문화박물관(2층)

김영자미술기념관(2층)

'전남여성플라자'는 도민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늙은 호박따기-호박이 어뜨케나 큰지 밥 한그릇 먹고는 못들겄네

단호박 따기-“여보 내가 딴 단호박이 제일로 맛있게 생겼소”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30
Tel. 061) 260-7300 Fax. 061) 260-7319
www.jwomen.or.kr

2018 . 6. 20(수) ~ 7. 13(금) │ 개막행사 2018. 6. 20(수) 오후 4시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전남여성플라자 2층)
주관/주최

채질하기

감나무와 고양이

꼬막장수

새벽장

동백꽃 줍는 여자-“라라라~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효소 담으면 맛 이 최고!

새참먹고낮잠-“콩밭 매는 아낙네야 베적삼이 흠뻑 젖누나~” “오메! 노래소리 땀시 못자겄네” “드르렁 드르렁 코만 잘 골고자구만"

배추심기-아짐들 해남으로 시집오고 배추모종 해남으로 시집오네

마당에서 마늘작업하기-“닭밥은 영감이 좀 주지 그라요?”

감자심기

시금치 캐기

창 밖을 보는 고양이

배추심기 -“낼모레 해남댁네 딸 여운다 하데” “그라요? 참말로 잘 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