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8월 26일 수요일제20063호��
문 화

월드뮤직예술난장마당극 도심서즐기는막바지여름

2015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일원에서열린다

올해 6회째를맞이하는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그동안시민들이즐

길 수 있는 다양한 세계 음악을 소개하면서 지난해 참여관객의 802%

가재참여의사를밝히는등광주의대표음악축제로자리잡았다 특히

딱딱한객석이아닌잔디광장등에서돗자리를깔고앉아음악을즐기는

자유로운분위기가인상적이다

월드뮤직은각나라의민속음악을바탕으로클래식재즈록등다양한

장르와접목해만든음악이다그민족의문화와삶의양식을담고있다

올해 페스티벌역시첫행사부터감독으로참여했던인재진(자라섬국

제페스티벌총감독)씨가음악감독을맡았다

무대는 세계 11개국 12팀

의 월드뮤직 스타들이 공연

을 선보이는 하늘 무대와

바람무대를비롯해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마추어 밴드

를만날수있는 반디무대

등모두세개가마련됐다

29일오후 6시40분부터진

행되는본공연첫무대는레

바논 출신의 천재 뮤지션으

로 불리는 바칼 마르 칼리

페가 피아노와 신디사이저

공연으로장식한다

이어 프랑스와 말리 출신

들로 구성된 5인조 그룹

BKO 퀸텟이 동시대 서아

프리카 말리 음악의 현주소

를 보여주고 가수 JK 김동

욱 등으로 구성된 3인조 재

즈 트리오 지브라가 50

60년대 재즈 명곡을 새로운

느낌으로소개한다

쿠바출신여성보컬 야이

떼 라모스와 프랑스 비트메

이커로 구성된 3인조 밴드

라 담 블랑슈는 쿠바 힙합

과 소울이 만나는무대를선

물하고 국내브라스밴드 커

먼그라운드와 열정적인 남

미스타일의DJ공연을선사

하는 아르헨티나 출신 DJ

엘이호의무대가이어진다

30일오후 5시50분부터는재

즈와 국악의 하모니를 선사

하는 밴드 엔이큐(The

NEQ) 이스라엘 출신 5인

조 밴드 에란 자미르 퀸텟

이출연한다

또중국서부유목민음악을베이스로실험적음악을들려줄 5인조앙

상블 다왕강(중국그리스) 신나는집시풍음악에전자음악을결합한

밴드 깔라시마(이탈리아) 코믹한 가사로 세상을 풍자하는 멜로디를

선사할 하찌와 TJ(한국일본)가 무대에 선다 마지막 무대는 최근 국

내에서가장 핫한 밴드로평가되고있는 술탄오브더디스코가 장식

한다

모든공연과행사는무료다홈페이지(wwwgjwmforkr) 참조 문의

062226891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예술난장 굿판 추진위원회(위원장 박

태후)와 (사)전통문화연구회 얼쑤는 오는

2830일 광주시 남구 포충로 빛고을공예창

작촌에위치한문화체험터얼쑤에서 2015 광

주예술난장을진행한다

올해 7회째를 맞은 광주예술난장은 판소

리산조 시나위 남도민요살풀이등남도예

술의산파역할을했던 굿과 판이라는우리

전통축제를현대에맞게재해석해남도를대

표할 수 있는 공연예술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열리는축제다

이번 행사는 판마당 굿마당 마실마당 학

술마당 소통마당 잔치마당등프로그램으로

구성돼있다

본격적인 난장에 앞서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얼쑤 소극장에서 전통공연의

현재화와 신명 재현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나승만(목포대) 나경수(전

남대) 한서희(전남대) 박종오(전남대) 교수

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윤선(목포대) 허용호

(한예종) 박혜영(안동대)씨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는 무등산 타잔 박

흥숙의영상이상영되고 무등산타잔박흥숙

씻김굿이 진행된다 이어 두레패 해와달밴드

등의공연이열린다

본 행사인 판마당은 2930일 이틀간 열

린다 한국전통마당에서벌어졌던판의원형

을 토대로 객석이 마련돼 공연자와 관람객이

자유롭게소통하면서공연을즐길수있다

29일 오후 7시30분부터는 광주연합풍물패

의 쥔쥔문여소주제의풍물굿 타미모션(서

울)의 퓨전국악 굿콘서트 코믹서커스 마린

보이(서울)의 나홀로서커스 타악그룹얼쑤

(광주)의 질주 놀이패 신명(광주)의 마당극

술래소리 댄스와 DJ가 어우러지는 빅사이

즈크루(광주)의 광주야놀자 등 공연이펼쳐

진다

30일 같은 시간에는 극단 둥당애(전북)의

코믹차력 발랄살벌! 둥당애 차력단 전통실

내악단 율(律광주)의 궁중 정악 수제천 해

령 라퍼커션(서울)의 브라질 삼바 라퍼커션

바투카다스타일 극단 마루한(경기)의 마당

극 놀이마당극훨훨간다 타악그룹얼쑤의

타고 전체참여자가관객과함께하는 파이

어난장 등공연이준비돼있다

또 이틀간먹을거리장터와함께동화구연

물총싸움 등이 열리고 솟대 종이탈 도자목

걸이등을만드는부대행사가진행된다

28일은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930일 열리는 판마당공연은 1일에 1만원

이다 문의 0626763844홈페이지(Http

cafenavercomartgoodpan) 참조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프랑스 3인조밴드 라담블랑슈

라오스극단 카오냐오의놀이극

술탄오브더디스코

2930일문화전당일원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민속음악에록재즈접목

세계 11개국 12개팀 공연

2830일남구빛고을공예창작촌문화체험터 광주예술난장

2730일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라퍼커션의브라질삼바공연

풍물굿퓨전국악등신명한마당전통공연현재화세미나도

도시한복판에서펼쳐지는흥겨운마당극

올해 15회째를 맞은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MI�

MAF)이 2730일 목포 근대역사의 거리 로데오 광

장차안다니는거리등원도심일원에서펼쳐진다

극단 갯돌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근대야 놀자를

주제로 열리며 멕시코 아프리카 뉴질랜드 등 세계 9

개국공연팀참가할예정이다

해외 초청공연에서는 아프리카 그룹 쿠아르가 코트

디부아르 가나 기니 말리 등 아프리카곳곳의 전통음

악과춤을선사할예정이다몽골의 문크친&밧도르츠

는 전통악기로 몽골의 대표 음악인 징기스칸 낙타의

모습과 움직임을 떠올리게 하는 캐멀 워킹(Camel

walking)을들려주고멕시코와일본등 3개국출신들

로구성된다국적밴드그룹 쿠아트로미니말은한국의

판소리와 아프리카의 전통악기 멕시코의 토속 음악들

을소재로월드뮤직무대를선사한다

또 라오스 극단 카오냐오의 놀이극 코끼리의 노

래 미국 출신 랜디브레이크의 광대쇼 뉴질랜드

마이크트위스트의 저글링 아트 베트남 탄&즈엄

의 단바우 콘서트 등이 준비돼 있다 이밖에도 일본

극단 토이 씨어터와 만스케가 무대를 꾸미고 일본

의줄타기탈놀이버블놀이등을즐길수있다

무안 신안 진도 영암 등 전남지역 예술단체 및 예

술동호인 30여팀도화합의무대를만든다

권원태 연희단의 권원태의 줄타기 및 풍물놀이

(사)예술공장 두레의 마당극 극단 문의 인형극 제

랄다와 거인 극단 좋다의 마당극 강아지똥 예술

장돌뱅이의 오거리에는 무용단 레드스텝의 살풀

이 신곡 등 흥과 정이넘치는마당이마련돼있다

특별전시로 오는 30일까지 차 안다니는 거리에서는

달려라 피아노전이 같은 기간 초현미술관에서는 전

라도사람들의얼굴전&봉산탈전이진행된다 또 28일

오후 3시에는 카페OZ에서한국 일본 뉴질랜드등공

연전문가들이참여하는 전남과공연예술축제로본문

화다양성주제국제심포지움이열린다

29일오후 5시부터는목포진근대골목근대다다미

방유달초교옛날동양척식주식회사이훈동정원옛

날일본영사관으로이어지는근대의거리공연여행프

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근대 건축물들

이갖고있는의미를살피면서마당극 파티 퍼포먼스

놀이판을즐길수있다홈페이지(wwwmimafnet) 참

조 문의 0612439786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9개국 공연팀전통음악과춤선사

전남예술단체등 30팀 화합의무대

여름의 끝자락인 8월의 마지막 주말 광주와 목포에서 흥겨운

판이 벌어진다 음악으로세계각국을여행하는듯한느낌을선

물할 2015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2930일) 신명나는 마당극

과 굿판에서 관객과 공연팀이 어우러지는 2015 광주예술난장

(2830일) 국내외 마당극 고수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펼치는

15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2730일)이 시민들을 찾아간다

가족친구 연인과함께축제의열기속으로들어가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