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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들 시민과 함께 호흡하다!

서울시,‘시민과 함께하는 캐리커처’실시

- 4월~10월, 주말 오후마다 광화문광장에서 캐리커처 그려주기 행사 개최
- 꽃으로 피는 서울 봄날,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 하여 캐리커처 문화체험 행사
□ 서울시는 광화문 해치마당과 남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 4월 20일
(토)부터 10월 6일(일)까지 6개월간 매주 주말, 시민들에게 캐리커
처를 그려주는 행사를 개최한다.
<봄나들이의 추억, 만화작가가 그려주는 나만의 캐리커처로 간직>

□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캐리커처 행사는 서울시가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 만화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행사이다.
□ ‘광화문 해치마당’, ‘남산애니메이션센터’에서 매주 토․일요일 오후 1
시부터 6시까지, 만화가 3~6명이 파스텔, 수묵, 컬러펜 등 다양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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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개성적인 화풍으로 저렴한 가격(1점당 5,000원)으로 그려준다.
□ 일반 캐리커처와는 달리 만화가들이 그리는 캐리커처는 작가들이 시
민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며 작품 속에 이야기를 삽입하고 또한 작가
고유의 화구와 기법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기다리는 동안 만화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도 관람>

□ 캐리커처 행사장에는 작가들의 작품집을 행사장에 비치해서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작품집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작가작품을 전시하며
□ 만화작가들은 캐리커처 행사를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만화 이미
지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서울시는 캐리커처 행사장에 찾아오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캐리커처를 무료로 그려주는 재능기부행사도 계획하고 있
다. 이 행사는 불우 이웃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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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안내
m 행 사 명 : ‘2013 시민과 함께 하는 캐리커처’
m 행사기간 : 4.20(토)~10.6(일) 매주 주말 13:00~18:00,

추석 연휴에는 미운영[9.18(수) ~9.22(일)]
※우천 등에 관계없이 운영하나 악천후 시 변동 가능

m

행사장소 :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광화문광장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하차 3번 출구
(해치마당)
‣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3호선 경복궁역 하차 6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하차 9번 출구
동상 뒤 지하

남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지하철
․4호선 명동역 1번 출구 또는 3번
출구

-

홈페이지 : http://www.ani.seoul.kr
m 문
의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콘텐츠지원팀 02-3455-8364
- 서울시 문화산업과 02-2133-2596
m

※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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