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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지인이 안보면 후회라

며 Seoulites(서울의 장소)라는

유튜브동영상을카톡으로보내왔

다 한국에 거주한 한외국인이촬

영한 3분30초짜리 동영상에는 숭

례문 경복궁 올림픽공원 서울

역 한강 등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

들의 야경이 담겨있었다 황홀한

일몰 풍경을 시작으로 빛의 속도

로 하나 둘씩 켜지는 조명 그리

고 형형색색의 불빛이 가득한 서

울의 야경은 환상 그 자체였다

내가 알고 있는 서울이 맞나?라

는 생각이 절로들정도로너무아

름다웠다

타임랩스(Time Lapse장시간

의 사건을 압축해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는 기법)로 찍은 영상은 국

악퓨전밴드 별마루의 경쾌한 음악

쥐불놀이와 어우러져 감흥을 더

했다 한국사람이지만 당장이라도

서울행 티켓을 끊고 싶었다 서울

의 명소 뿐 아니라 감추고 싶은 달

동네의 허름한 모습도 별이 내리

는마을로 되살아났다 도시의치

부까지완벽하게가려주는밤의마

법을보는듯했다

서울의 환상적인 밤을 본 순간

문득 2년 전 취재차방문했던상하

이의 야경이 떠올랐다 상하이에

가면 꼭 봐야할 것 중의 하나가 바

로 야경이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의상하이는낮보다더욱화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황푸강을 따라 유

럽풍건물들이길게늘어서있는와

이탄에서보는야경은값으로매길

수없는 명품이었다

이처럼 세계적인 문화도시들은

독특한야경으로브랜드가치를높

인다 맨해튼 홍콩섬과 구룡반도

파리 샹젤리제 거리 와이탄과 푸

동은 빼어난 야경으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맨해튼 브로

드웨이와 42번가의 휘황찬란한 밤

거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오늘

도전세계에서관광객들이뉴욕으

로달려간다

아예 백만불 야경이란 이름을

내걸고 특수를 누리고 있는 홍콩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홍콩 빅

토리아 피크(peak)에서 내려다 본

야경의 추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분명낮에는도심의흉물이었던건

물들이감쪽같이화려한밤의랜드

마크로부활했기때문이다

어둡고칙칙했던광주의밤거리

가 밝아진다 광주시가 야간경관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부터 표준 LED 규격제품을 모든

도로에 설치하기로 했다 사실 광

주는 빛고을이라는 타이틀이 무색

할 만큼 에너지 절약 등을 이유로

야경에 소홀해왔다 서울과 부산

등문화도시를표방하는타지역들

이 아름다운 야경 만들기에 공을

들인것과는대조적이다

이제 아름다운도시의야경은그

자체로 관광자원이다 형형색색의

빛의향연아래서즐거운시간을보

내는 야경투어는 도시여행의 백미

다특히 빛의숲을컨셉으로한국

립아시아문화전당일대는얼마든

지상하이의와이탄과홍콩의빅토

리아 피크 못지 않는 명소가 될 가

능성이크다머지않아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Gwangjulites

의탄생을기대한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 ����

광주의밤은낮보다아름답다!

장성 출신 임권택 감독이 오는 25

일 마카오에서 열리는 제9회 아시안

필름어워즈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

다

임 감독의 102번째 작품 화장 제

작사인명필름은 17일이같이전하면

서 아시아영화발전에공헌한영화

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밝혔

다

아시안필름어워즈는 공로상 선정

이유로 임권택 감독의 작품은 인간

본성의 깊은 이해

와 행동 성찰을

통해 그 시대를 드

러내는 상징이라

고설명했다

아시안필름어워

즈는아시아영화예술인들을발탁하

고 격려하는 국제행사로 지난 2007

년부터 홍콩국제영화제 주관으로 열

리다작년부터부산국제영화제와 도

쿄국제영화제가함께하고있다

임권택감독아시안필름어워즈공로상수상

작가가 되어볼까 요리사가 되어볼까

꿈을그려보자

광주지역 문화기관 및 단체들이 봄을

맞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본격적으

로 진행한다 꿈다락은 내 꿈의 아지트

라는 의미를담은 학교밖토요일문화예

술교육 프로그램으로다양한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은물론학부모가함께프

로그램에참여할수 있다 올해는미술관

협동조합 등 26개 단체가 오는 21일부터

11월28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공예 문학

음악미술 전통문화등다양한장르의프

로그램을진행한다

국윤미술관은 숨은 패턴 찾기 프로그

램을 진행한다 일상 속다양한패턴과무

등산의자연속패턴 증심사일대의한국

전통패턴등을활용해옷으로프린팅하는

체험프로그램이다나만의패턴도제작해

보는시간을갖는다문의 0622327335

청소년들이축제를직접기획하고진행

하는프로그램도있다 문화행동 S#ARP

이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 진행하는 D

IY 소셜페스티벌은 청소년 소셜 페스티

벌을기획하는프로그램으로단순한축제

만들기를 넘어 인문학 스토리텔링 자원

조사 등을 통해 축제를 만든다 지난해는

라면페스티벌 라면요리 대회 등을 진행

했다 문의 01056161318

ESR작은도서관은 끼 발산 독(讀) 해

야산다를주제로 책더하기문화예술

책 더하기 연극페스티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책에 담긴 콘텐츠를 매개로 다

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결합한 책 더하

기는 음악 속 이야기 미술 속 이야기 문

학속이야기 연극속이야기를학생들이

직접체험할수있도록구성돼있다 책을

바탕으로다양한역할극 인형극 연극등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연극을 진행한

다 문의 01082449179

성균관 여성 유도회 광주시 본부는 엄

마랑함께타는선비학당타임머신 시즌2

를 진행한다 다양한 전통문화를 직접 접

하기위해마련된이번프로그램에서는사

자소학 한복 입기 예절 다도 전통음식

만들어보기 전통공예 민속놀이 선비체

험 전통혼례성년식 등을 체험할 수 있

다 문의 01046125702

신창동 유적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프

로그램도 있다 신창동 주민자치 위원회

가진행하는 타임캡슐을타고 2천년전신

창동으로함께가요에서는신창동유

적지의 전반적인 이해와 당대문화 역사

사회에대한이론등을배운다 신창동유

적지 현장탐방(국립광주박물관 풍영정

등) 및 체험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문의

01066271452

함세아 문화예술인 협동조합이 진행하

는 화음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놀이터

에서는 음악치료를기본으로다양한악기

와 음악을 배우게 된다 또 합주 합창 등

을통해어울림문화를익힐수있다 문의

01036082205

그림책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은 (사)대

한독서문화예술협회가진행하는 나도멋

진 그림책 작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

다 그림책의구조및글과그림의관계에

대한이론학습부터제작까지진행할예정

이다 또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통해멘토 멘티를형성할계획이다 문의

01086022931

토리협동조합이 진행하는 꼬마요리사

의맛있는Art school은미술요리놀이

가어우러진프로그램으로알타미라동굴

벽화 고대미술과 근대 서양 미술사 등을

공부한다 미술작품을 보고 떠오르는 감

정이나느낌을요리로표현하는요리수업

유명 미술 작가의 작품에서 유추할 수 있

는 요리 떠올리기 등 예술과 요리가 접목

돼있다 문의 01086135962

대의동 꼬마디렉터는 은암미술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인예술시장 아

시아문화전당등주변지역탐방을통해예

술의거리주변일대를어린이들이생각하

는 문화 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기획이다

문의 01067933206 나무로협동조합이

진행하는 나는야!우리동네뚝딱이목수

는 목공기술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목공

예 제품을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문

의 01062045594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wwwgjcforkr)에서확인하면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토요일엔문화학교서꿈을그려보자

광주지역미술관 협동조합 도서관등 26개문화예술단체가초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음악 공예 문학 미술등다양한장르의

교육프로그램을진행한다

광주문화재단의 미디어 특화 레지던스

제4기 입주작가 선정됐다 미디어아티스

트 권승찬 김자이 손승민 이조흠 정선

휘씨와스토리텔링미디어그룹비빔밥팀

(대표 박상화)이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작

가로뽑혔다

재단은지난달 25일부터 3월6일까지입

주작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1명의 작가

가운데이들 6팀을최종선정했다

정선휘이조흠손승민씨 등 3명의 작

가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선정됐다 권승

찬씨는 201213년 미디어아트레지던스

입주후 2014년광주시립미술관의북경창

작스튜디오에서 1년간 입주 활동을 마치

고귀국했다

김자이 작가는 2014년에 광주시립민속

박물관에서 개최한 그룹전국제여성미

술제불꽃의정원레지던스프로그램 은

암미술관의 묵은공방전시등을열었다

영상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손승민씨

는 2014년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레지

던시 작가로 활동했던 영상그룹 개미필

름의대표작가다

비빔밥팀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학

무용 회화미디어아트평론가등다양한

전공자들로 구성된 융합그룹으로 2011년

부터활동하고있다

이들 작가는 오는 4월 1일부터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레지던스 공간에서 본격적

인활동을시작하며사무기구와창작지원

금 홍보물제작 등을 지원받는다 문의

0626707944 오광록기자 kroh@

권승찬김자이손승민이조흠정선휘비빔밥팀

광주문화재단미디어아트레지던스작가선정

광주 꿈다락 토요학교

26개 단체참여

공예문학음악미술전통문화

나도 꼬마요리사 등

다양한프로그램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