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2월 15일 월요일 제20180호 ��
문 화

고(故) 신영복성공회대석좌교수가

생전에 다시 쓰고 싶은 편지라고도

표현한 처음처럼 개정판이 22일 출

간될예정이어서책내용에관심이쏠

리고있다

이 책은 신 교수가 병환 중에도 마

지막까지 개정판 작업에 매달려 문장

을 다듬고그림을정리한것으로전해

져 사실상 그의 유작이라 할 수 있다

는점에서다

이책을펴내는출판사돌베개는 13

일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 책의 목

차를 공개하고 예약 판매를 개시했

다

초판은원래3부로구성됐으나개정

판은 4부 215편으로구성됐다 초판본

에는 없던 새로운 글과 그림이 90편

이상더해졌다 전체적으로거의절반

가까이 더해졌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개정판이아닌 개정신판이라는게출

판사설명이다

출판사 한 관

계자는 1부는

초판과 거의 비

슷하고 2부는

화분들꽃같은

일상에서 흔히

볼수있는것들

에대한소박한글과서예작품이더해

졌다특히 3부에는 선생님께서 인생

공부를했다고말한감옥에서의에피

소드가많이포함됐다고설명했다

출판사는 예약 구매 고객에 한해 1

만권 한정으로 저자의 육필 산문 청

구회추억 영인본을제공하는예약판

매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청구회 추

억은 저자가 1969년 남한산성 육군

교도소에서사형수로복역하던 중하

루 두 장씩 지급되던 재생휴지 위에

볼펜으로꾹꾹눌러자신의심경과생

활 등을기록한것이다 또내달중순

께 출간 기념회를 개최하고 팟캐스트

등을활용한추모행사도기획중이다

연합뉴스

지난 2014년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광주 동명동에 연

바람씨어터를개관했다 문을닫은지 10여년만에다시

그자리로돌아와새로운출발점에선셈이었다

자체 극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실험을 해온 오성완 대

표는극장이활성화되고 지역문화가발전하기위해서는

새로운관객들을개발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판단했다

극장에올리는작품을연극으로만한정짓지않고지난해

오페라와결합등다양한장르간협업을시도했던것도타

장르관객을흡수하는등새로운수요를만들어내기위해

서였다무엇보다시민들이 관객의자리를넘어직접 참

여할때그효과가크다고봤다

푸른연극마을은 올해 시민연극 프로젝트를 적극적으

로 진행한다 지금까지주부극단 청소년 극단 등을간헐

적으로 운영해온 푸른연극마을은 낭독극장과 10분 연

극이라는새로운기획을시작한다

연극과 문학이 만난 낭독극장은 상상력 등을 통해

소설을 연극적으로 해석하고 입체적으로 읽는 구조다

그냥책으로소설을읽을때와는또다른감성을전하는

형식으로 서울 등지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낭독공연이

무대에 올려지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자주 만나기 드물

다

낭독극장은때론낭독을때론연기를통해소설을새

롭게 읽는 방식으로 극의 흐름에 따라 미디어 영상과 음

악조명효과 소품등이어우러지면서진행된다

첫번째 작품은 동물 농장이다 1984로 유명한 조지

오웰의대표작으로동물농장을통해정치현실을풍자하

는작품이다

극단측은낭독극을함께할시민배우를모집중이다 광

주에거주하는고등학생이면누구나참여할수있으며마

감은 오는 20일까지다 오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3개

월 과정으로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2회 진행되며 5월 30

일과 31일완성작을씨어터연바람에서공연한다낭독극

장은앞으로도지속적으로진행될예정이다

2월말께참가자를모집하는 10분 연극도새롭게시도

되는프로젝트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테마를 정한 후함

께희곡을쓰고 연습을통해말그대로 10분짜리 연극

을만드는프로그램이다 대학교시절MT가서진행했던

촌극이나꽁트같은형식을생각하면된다

최근에다양한아마추어극단들이활동을하고있지만

난생 처음 연극을 접하는 이들이 60분 분량의 극을 만드

는건벅찬것도사실이다 연극에관심있는이들이좀더

편하게접근할수있는형식이다

오세혁씨등희곡작가들과함께직접대본을쓰고 연

습을통해작품을완성하게된다 두달에한작품씩제작

해연말에는여섯작품을모아무대에올릴계획이다

오성완대표는 프로배우들이아닌 일반시민들과작

업을할때색다른감성과개성을느낄수있다며 새롭

게 시도하는시민프로젝트를통해공연장을활성화시키

고 새로운 관객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

다

한편푸른연극마을은연바람씨어터에서 1년에두차례

이상공연할상설공연단체도모집하고있으며 4월께상

설단체페스티벌도진행할계획이다

2016년 푸른연극마을의첫작품은오는 26일부터공연

되는로맨틱코미디 도둑과연애다

푸른연극마을 홈페이지(blognavercomgreenthe�

ater) 문의 0622262446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관객을 넘어 참여로  푸른연극마을시민연극프로젝트

푸른연극마을이지난해공연한 파우스트

낭독극장
연극과함께하는소설읽기

22일부터 조지 오웰 동물농장

10분연극
함께희곡쓰고연습통해작품완성

두 달에 한 작품 씩올 6 작품 제작

신영복 처음처럼 개정판 22일 출간

초판본에글그림 90편추가

예약판매이벤트추모행사도

광주문화재단은삶속의다양한문화예

술과지역의문화자원을연결해실천적교

육으로 풀어가는 삶의 경험학교 2016 창

의예술학교를 이끌어 나갈 지역 문화예

술교육단체를모집한다

2016 창의예술학교는 단체의 창의적

인기획공모사업으로진행되며 4개단체

를선정해강사비 교육진행비등단체당

1800만원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다

전체 프로그램은 25차시 내외로 자유로

운 예술 실천 활동과 일상에서 예술을 이

끌어내는활동등을담고학교밖의또다

른학교모델정립 예술인문철학이강조

된교육과정을설계하면된다 최종선정된

4개단체중1개단체를운영사무국으로지

정해 운영협의회 운영 결과발표회 등 총

괄진행역할을진행하도록할계획이다

오는 25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빛고

을시민문화관 4층 소담방으로 방문접수

하면된다문의 0626705760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2016 창의예술학교 문화예술교육단체모집

지난해열린창의예술학교행사모습

광주문화재단 4개 단체선정

단체당최고 2500만원 지원

유스퀘어가 오는 20일 2층 야외광

장(유테라스)에서 프리마켓 아름다

운예술시장을개최한다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지역 작가들

이제작한비누옷팔찌 인테리어소

품등을판매하고소규모공방체험프

로그램도진행하고있다 매월셋째주

토요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열린다

첫장터를연후매회지역작가30여

팀과행사를이어온유스퀘어는자격

제한없이예술시장참여를받고있다

누구나 셀러로 작품을 판매하거나

One Day작업공방을열어자신의기

술을 나눌 수 있다 또한 공연을 원하

는밴드는예술시장이열리는날야외

광장에서직접공연도할수있다

한편 예술시장은 참가 수수료가 없

는 대신 지역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작가들이 자율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광주문화재단에 기부하도록 권장하

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 홈페

이지(wwwusquareculturecokr)에

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담당자 메

일(sekmax27@navercom)로 제출

하면된다

한편 다음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3

월19일에개최된다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유스퀘어 20일 프리마켓 아름다운예술시장

지난 2010년부터 지역 여성을 대상

으로무료글쓰기교실을운영하고있

는 광주 성공회문화센터가 올해도 프

로그램을준비했다

올해 강의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15주 과정(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으로 진행되며 일상의

기록을통해마음을치유하고 나를찾

고자하는여성이면누구나참여할수

있다 강사는 조

선대김영학교수

(사진)로 문장 및

단락 쓰기 묘사

및 서사 쓰기 일

상을 기록하는

법 에세이 쓰는

법 글쓰기치료등을배울수있다

전화(01056429263)로 신청하거

나 다음 카페 청노루글쓰기 공지사

항에 댓글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선착순 30명모집한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성공회문화센터 청노루글쓰기 수강생모집

3월 7일부터  무료과정

강사는조선대김영학교수


