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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편제 흥보가연창회가 29일오후 7시순천

시립연향도서관극장 연에서열린다

(사)동편제 판소리 보존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인 운산 송순섭 명창과 제자들이 함께 펼치는

공연이다

장영환(광주시립국극단수석)씨의 사회로열

리는 이번 무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적벽

가 이수자인 소리꾼 이자람사진 이소연(국

립창극단원) 이하나(부산국립음악원 단원) 박

명언 황지현씨등이출연한다 고수는박근영

한규복강예진씨

출연진들은 놀보 심술타령부터 제비 후리

러 나가는 대목까지 들려주며 성주풀이 남

원산성 진도 아리랑 등 남도 민요도 선사한

다

이번 공연이 열리는

순천은 동편제의 거장

송만갑을비롯해박봉술

선생이순천국악원을열

어 판소리 교육을 실시

한 판소리의 본고장이

다

박봉술선생의제자인

송순섭명창역시운산송순섭판소리전수관을

열고 동편제 보급에 나서고 있다 문의 061

7525665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색칠하는어른들

힐링이절로되네

색칠해보세요

전통국악앙상블 놀音판이광주시서구가진행하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무대에선다 30일 오후 7시 빛고

을국악전수관

초심불망(初心不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

서는 서로 다른 가락을 동시에 연주하는 즉흥적 앙상

블이 특징인 시나위를 시작으로 대금 독주곡 비류

소리꾼한승석씨가부르는 없는노래등을만난다한

씨가올해발표한음반의타이틀곡으로위로의메시지

를담고있다

또 남도 경기 태평소와 사물놀이도 선사한다 피날

레곡은 진도씻김굿으로주요대목을들려준다 진도

씻김굿은 무당이 하는 제사 중 하나로 이승에서 풀지

못한 죽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고 편안한 세계로 갈

수있도록기원하는굿이다

전석초대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송순섭명창과함께하는동편제 흥보가

내일순천시립연향도서관극장 연

전통국악앙상블 놀音판 광주서 놀아보세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색칠 놀이에 빠졌

다 어린 시절 크레파스와 색연필을 꾹꾹 눌러가며

공룡 만화 캐릭터 등을 색칠하던 추억에 다시금 젖

어들었다

최근어린시절의향수를자극하는어른을위한컬

러링 북이 인기다 직접 색연필을 들고 밑그림 위에

색을칠하는컬러링북은아동용색칠놀이를어른들

의 취향에 맞게 구성한 책으로 SNS 등을 통해 입소

문을 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스트

레스 해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힐링 열풍과

맞물려그인기는좀처럼사그라지지않을것으로보

인다

열풍을주도하고있는책은조해너배스포드의 비

밀의정원(퍼블리싱컴퍼니클펴냄)이다

한국출판인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교보문고와예스24 등 전국온오프라인서점 8곳에

서판매한부스를종합한결과 비밀의정원이 무라

카미하루키의 여자 없는남자들을 제치고 10월넷

째주종합베스트셀러 1위를차지했다 교보문고집

계결과구매층의 89%는여성들로나타났으며 연령

대별로는 20대가 4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32%)로나타났다

출판사 퍼블리싱컴퍼니클에따르면지난 8월말

출간된 비밀의 정원은 27일까지 모두 9만5000부가

팔려나갔고 현재도여전히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

인기가계속되면서일부온라인서점은비밀의정원

과유명회사의색연필세트를함께판매하기시작했

다 출판시장의불황속에매우이례적인현상이다

비밀의정원은우리주변에서쉽게만날수있는

꽃과 나무 나비 새 등이 몽환적이고 아기자기하게

그려져있는것이특징이다

클측은 비밀의 정원의 인기를 3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하나는 안티스트레스라는 부제처럼 스트레

스해소효과다새로운여가활동을찾는사람들에게

컬러링북이집중할수있는시간을주면서스트레스

를 해준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과 컴

퓨터등전자기기에대한피로감때문이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인상

적인결합이다

클의 박정우 팀장 특별한 광고도 없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SNS의 힘이 컸다며 컬러링 북이

아날로그적 감성이나 멋을 자극한다면 완성한 작품

을 알리는 것은 디지털기기의 힘을 빌리고 있다고

말했다

클은다음주중에는비밀의정원이미지를이용한

비밀의 정원 엽서 책을 출간할 예정이고 내년 봄에

는조해너배스포드의두번째책인 마법의숲을펴

낼계획이다

비밀의정원의인기와함께다양한종류의컬러링

북도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비밀의 정원과 비슷한

시기에 한나 데이비스 리차드 메리트 신디 와일드

의 아트 테라피 컬러링 북(한스미디어)이 나왔고

이후솜씨출판사가한나데이비스의 블링블링일러

스트컬러링북을펴냈다

김재운씨가 펴낸 마음으로 거니는 명화의 숲(그

여름)에는 뭉크의 절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등 명화 37점

의 원화 이미지와 함께 색칠할 수 있는 스케치가 실

려있는등다양한책들이쏟아지고있다

광주양지병원 박미진 미술치료사는 색칠하는 것

에집중을하면서일상적인스트레스를잠시잊을수

있고그림이완성된뒤에는성취감을얻을수있다

고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컬러링 북 SNS 입소문 타고 인기

마음으로거니는명화의숲그여름제공

비밀의정원퍼블리싱컴퍼니클제공

30일 빛고을국악전수관

비밀의정원 9만5000여부 팔려

마음으로거니는명화의숲 등 다양

디지털피로감에새여가찾기 한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